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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ED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를 이용한 LCD 에서의 local-dimming 기술이 명암 비 향상, 소비 전
력 절감을 위해 많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local-dimming 을 구현할 때 기존의 방법들은 주변(인접) 블
록들로부터의 밝기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밝기 제어가 됨으로써 부정확하다. 하지만 local-
dimming 을 이용하더라도 백라이트 유닛(BLU)의 제어 가능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제어의 효율은 개
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백라이트 제어를 위하여 주변 밝기를 고려하는 
Cooperative Dimming 방법을 제안하며 본 제안 기술을 통해 픽셀의 최대 밝기를 최대한 만족하여 오
류를 최소화 가능한 최소전력 소비를 하는 제어방법을 보인다. 

  

1. 서론 

LCD 는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하므로 LCD TV 에서 
영상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광원으로 백라이트
를 이용해야 한다. 백라이트는 LCD TV 의 소비 전력 
중 70%까지 소비하며, 백라이트의 빛은 패널에 의해 
많은 양이 차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LCD TV 의 전력 
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LCD TV의 전력 효율을 개선 시키기 위한 많은 노
력들이 진행 중이다. [1]에서는 영상의 밝기특성에 따
라 백라이트를 제어하여 항시 켜져 있던 백라이트를 
제어 함으로서 LCD TV 전력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
하던 백라이트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백라이트 제어는 더욱 발전되어 백라이
트를 BLU 섹션 단위로 분할하여 구성하고, 개별적으
로 제어를 하는 local dimming 방법도 있다[2]. 분할된 
섹션을 이용한 local dimming 은 MxN(M=0,1,…m, 
N=0,1,…n)의 섹션으로  나누어 각각의 섹션의 밝기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제어를 위하여 local dimming 알고리즘은 섹션 별 

영상의 최대 밝기 또는 평균 밝기를 이용하여 목표 
백라이트 섹션의 밝기를 설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
법을 바로 적용하여 제어를 한다면 최종 밝기에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첫 번째 이유는 각 섹션의 백라이트가 섹션 영역 
외 주변 섹션에도 해당 섹션의 제어 값에 다르게 밝
기 영향이 주기 때문이다.  [그림 1] 은 한 BLU 섹션
의 제어가 자기 자신의 섹션뿐만 아니라 주변의 섹션
에도 밝기 변화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BLU섹션 하나의 주변 밝기 영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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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BLU 섹션의 수가 LCD 의 픽셀 수 
보다 적어 섹션 단위로 백라이트 밝기가 제어되기 때
문에 발생한다. 백라이트에 의한 화면 밝기는  

 
L = t * B 

L=최종 밝기,  t=pixel transmittance, B=백라이트 밝기 
 
로 결정이 되며, 표현 가능한 최대 밝기는 B 에 의

해 결정된다[그림 2]. 하지만 제어된 백라이트는 [그
림 1]과 같이 섹션 내에서도 밝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각 픽셀마다 B 의 값이 다르며 원하는 L 을 
위한 t의 계산이 어렵다.  

 

 
[그림 2] 백라이트 밝기변화에 따른 LCD 패널의 투과

도 보상을 통한 밝기 표현도 

그러므로 정확한 B 값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면 정
확한 L 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한 t 
범위의 조절을 최소화 시켜 보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3].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2. 섹션간 상호간섭을 고려한 Cooperative Dimming 

 

 
[그림 3] 영상 정보를 이용한 local dimming 

기존의 local dimming은 그림 3과 같이 각 BLU 섹
션에 해당하는 영상의 밝기 값들을 분석하여 각 섹션
의 대표 제어 값을 정하고 이 값으로 비율적으로 백
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한다. 하지만 이러한 백라이트 
제어는 섹션간 밝기간섭으로 인해 저역통과필터를 통
과한 것과 같은 밝기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위)의 검은 상자는 같은 제어값으로 제어
된 백라이트 세 개를 보여주며, 색으로 나타난 부분
은 백라이트 제어에 따른 실제 밝기의 분포를 보여준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밝기의 분포는 고르지 못
하며 중앙부분만 과도하게 밝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cooperative dimming 은 이러한 백라이
트 간 상호간섭을 고려하여 서로의 제어 값을 조절하
여 평준화된 비율로 밝기 제어를 한다. [그림 4](아래)
가 백라이트 간 상호간섭을 고려하여 보상제어를 한 
cooperative dimming 을 이용할 때의 변화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비교를 해 보면 cooperative dimming 은 
각 백라이트의 제어 값을 기존의 방법보다 낮추어 조
절하였고, 중앙의 백라이트는 밝기를 더욱 낮추어 실
제 밝기의 분포가 목표 밝기와 같은 고른 분포가 되
도록 하였다. 

 
 

 
[그림 4] 기존의 local dimming 과 백라이트 간 상호 
간섭을 고려한 local dimming의 비교 

이와 같은 상호간섭에 대한 보상은 백라이트의 밝
기간섭특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어 값에 따른 밝기 
예상결과를 계산하고, 그 역을 구하는 식의 계산을 
통하여 제어 값을 구하게 된다. 

 
3. 실험 결과 

Cooperative dimming 을 통한 정확한 백라이트의 밝
기 제어와 기존 dimming 방법 간의 성능 비교를 위해 
실험을 실시 하였다. 
사용된 실험 환경은 52” TV 에 RGB LED 를 사용

한 백라이트를 채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위해 워크
스테이션 (HP x4600)에서 영상을 분석하여 최적 
Cooperative Dimming 제어 값을 찾은 후 FPGA 에서 
PWM 신호를 발생하여 LED를 드라이브한다. 
전체 1536개의 LED를 M x N (M=16, N=12)의 192

분할 섹션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섹션에는 8 개의 
LED가 배열되어있다. 
실험은 백라이트 섹션 단위의 밝기 정확도 비교를 

위하여 Cooperative Dimming 과 Conventional Dimming 
방법을 통해 section-wise 밝기 제어 값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각 섹션의 밝기와 기준 밝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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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음 실험 결과는 같은 영상의 한 프레임을 각 제

어방식 별로 BLU 제어 값을 비교하여 Normalized 된 
밝기 대비 분포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으로 
Conventional dimming 인 BLU 섹션 제어의 목표 값이 
되는 최대값 제어와 제안된 방법인 Cooperative 
Dimming을 각각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의 특징은 요구되는 밝기 분포

가 다양하게 분포된 영상이다. 그림 5 의 목표 밝기인 
Section Brightness 는 이 영상의 요구되는 밝기를 보여
준다. 두 번째 행의 자료는 Cooperative dimming 과 
Conventional dimming의 제어 값, 제어 값을 보여준다. 
제어 값만을 비교하면 기존의 방법은 요구 밝기와 비
슷한 형태의 밝기 분포를 보여준다. 반면에 제안된 
방법은 영상의 요구 밝기 분포와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 행은 각 제어방법이 표현하는 실제 밝기를 

보여준다. 백라이트 간 간섭을 고려한 경우 실제 밝
기는 제어 값의 분포와 상반되는 결과는 나온다. 제
안된 방법은 요구 밝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밝기 분
포를 보이며, Conventional dimming 은 오히려 밝기 분
포의 특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LU 섹션간의 밝기간섭은 공간저역통과필터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뭉개지는 현상과 중앙 부
분이 과도하게 밝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5] 상호간섭을 고려한 제안 방법의 밝기 분포 

 대부분의 영상은 위 실험 영상과 같이 아주 정확
한 밝기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상의 해상도와 
BLU 섹션의 해상도의 차이, 그리고 BLU 섹션 경계 
사이의 극적인 제어 값 차이는 BLU 의 밝기간섭 특

성으로 인하여 오차를 줄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림 6]은 이와 같은 경우의 예로 검은 화면에 나오는 
밝은 자막 글자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6] 극적 밝기변화가 있는 화면에서의 밝기 분포 

 [그림 6]의 최 상단은 실제 요구되는 제어 값을 
나타낸다. 글씨를 나타내는 중앙부분은 최대 밝기를 
나타내며, 나머지 부분은 최저 밝기를 나타낸다. 위 
그림 7.관련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결과물을 비교하
였다. 여기서도 제안된 방법 의 제어 값 분포는 
Conventional dimming 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
만 실제 밝기를 볼 경우 제안된 방법은 제어 값과 매
우 유사한 밝기 분포를 보이지만, Conventional 
dimming 은 글씨의 중앙 부분만 과도하게 밝혀지는 
고르지 못한 분포를 보인다. 추가로, 제어 값과 밝기
분포의 오차(그림의 마지막 줄)를 보면 기존의 방법은 
오차의 균일 성이 적으며, 동시에 오차도 크다. 하지
만 제안된 방법은 글씨 주변부의 오차의 밝기 강도나 
범위가 균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두 방법의 전력 소모를 비교이다. 비

교를 위해 각 방법이 목표 밝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
어를 했을 때의 전력소모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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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모비교 (평균) 

 APL(%) 제안(W) 기존(W) 

영화 16.8 133.6 186.0 

드라마 48.7 185.1 299.7 

만화 52.4 186.4 303.1 

뉴스 43.0 193.4 316.2 

스포츠 50.3 196.2 324.4 

[표 1] 제안방법과 기존방법을 다양한 특징의 영상에 적용

하였을 경우 전력소모 비교 

 
4. 결론 

현재 많이 이용되는 LCD TV 의 구조상 local 
dimming 시 백라이트 섹션간의 밝기 간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험을 통하여 간섭의 영향이 얼마나 
많은 왜곡을 일으키며, 그 왜곡을 줄이는 정확한 제
어를 이용하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각 LCD 픽셀에 적용되는 밝기를 계
산하여 밝기 보상을 수행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백
라이트 제어 방법은 LCD 패널 개방 값 보상으로 인
한 temporal 왜곡[3]을 정확한 제어를 통하여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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