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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driving schemes are used to improve the 

response time of liquid crystal display. Typically 

they are implemented by using LUTs (look-up 

table) within an image processor. However, the size 

of LUT is limited by the physical memory size and 

system cos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roved 

method for LUT implementation using linear 

interpolation  and piecewise least-square polynomial 

regression. Using the proposed method, the 

performance of LUT can be improved and memory 

size of that can be reduced.  

I. 서론 

 다양한 디스 이 역에 용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는 화면 변화에 하여 느린 응답속도

를 나타내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액정의 응답 

속도는 데이터에 따른 인가 압의 크기와 응답속도가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이  임과 재 

임의 상 데이터를 비교한 후 LUT (Look-Up Table)

을 사용하여 국부 으로 높거나 낮은 계조의 상 데

이터를 인가하여 주는 overdriving scheme을 통해 효

과 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1-3] 실제 구  시 LUT

은 ASIC 내의 메모리 용량 제한 등으로 인해 보간법

을 이용해 필요한 LUT 데이터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오차 성분은 화질의 왜곡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보간 값의 정확성과 구 의 용

이성을 높일 수 있는 LUT 구  방법을 제안한다.    

II. 본론

2.1 Overdriving Scheme을 한 LUT

 overdriving scheme은 그림 1과 같은 LUT을 이용하

여 임 간 데이터 변화에 따라 재의 데이터를 

당한 값으로 보정해주는 방법으로 구 하게 된다. [4]

             그림 1. LUT의 기본 구조

 LUT의 데이터 값들은 실측을 통해 최 의 값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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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

bi-linear interpolation 38.2 dB

quasi-bi-quadratic interpolation 40.1 dB

   0gray 32G 64G 96G 128G 160G 192G 224G 255G

A 35.9dB 40.5dB 42.4dB 42.2dB 43.2dB 42.9dB 41.3dB 39.1dB 42.9dB

B 41.5dB 45.1dB 47.7dB 46.8dB 47.0dB 49.1dB 46.7dB 44.4dB 45.7dB

지는데 8 비트 상인 경우 256*256 사이즈의 LUT이 

필요하게 된다. 

2.2 Look-Up Table의 구

 LUT의 실제 용 시에는 당한 간격으로 샘 링한 

LUT을 가지고 간의 값들은 구 이 용이한 bi-linear 

보간법을 사용해 구하는 방법으로 구 되어 지는데 그

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LUT은 비선형 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  근사에 의한 bi-linear 보

간법을 통해 얻어진 값은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a) LUT 열 데이터       (b) LUT 행 데이터   

               그림 2. LUT 데이터

 이러한 오차는 곡률을 도입한 비선형 곡선을 도입함

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데, 이때 다항식 회귀분석방법

을 용하면 최소제곱오차의 최  근사 곡선을 얻을 

수 있게 된다.[5] 한 LUT의 행 데이터는 열 데이터

와 비교하여 보다 선형화된 특성을 나타내므로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비선형성이 강한 열 

성분에 해서는 구분 으로 최소자승근사에 의한 2

차 다항식에 의해 보간 값을 구하고 선형성이 강한 행 

성분에 해서는 선형 보간을 통해 최종 보간 값을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quasi-bi-quadratic 보간법이라 

명칭 하 다. 그림 5는 이에 한 개념도이다.

            

     그림 3. quasi-bi-quadratic 보간법의 개념도

 에서 까지, 에서 까지 의 열 성분에 해 

구해진 최소자승근사 2차 다항식으로 와 를 구하

고 이를 다시 선형 보간하여 최종값 F를 얻게 된다.

Ⅲ. 구

 표 1의 A와 B에 선형 보간법을 용해 얻은 LUT 열 

데이터 결과와 최소자승근사에 의한 2차 다항식을 통

해 얻은 LUT 열 데이터 결과의 SNR을 구해 비교하

다. A에서는 8개의 구간으로 B에서는 4개의 구간으

로 나 어 용한 결과이다. 표 2에서는 표 1과 같이 

구해진 9개의 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 성분에 해 

선형 보간법을 용해 체 LUT의 데이터 값을 구하

고 체 LUT 데이터에 한 SNR을 구해 비교하 다. 

실제 LUT 구  시 첫번째 방법에선 용이한 구 을 

해 8*9 구간에 하여 각각 2개의 계수가, 두번째 방

법에서는 4*9개의 구간에 하여 각각 3개의 계수에 

한 장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서 보다 

은 메모리 사이즈로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LUT 열 성분의 보간 결과값 비교

표 2. 전체 LUT의 보간 결과값 비교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LCD 응답 속도 개선을 한 overdriving scheme의 

용을 해서는 은 데이터로 구 이 간단하면서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LUT 구  방법에 

한 연구가 매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LUT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자승 근사에 의한 

2차 다항식과 선형 보간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

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은 메모리 사이즈로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향후 제안된 방법에 

하여  보다 최 화된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통해서 

재 결과보다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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