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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광판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할 때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화소에 대응하는 도트들 별로, 모두 일정한 
밝기로 색상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에 다양한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밝은 색
상이 어두운 색상보다 더 밝게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광판들은 전광판을 통해 글
자를 표시할 때 글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한 밝기로 글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
은 글자가 큰 글자에 비해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전광판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해당 이미지 내의 다양한 색상들에 따라 부분적으로 전광판의 각 도트들의 휘도를 서로 다르게 출력
하고, 전광판을 통해 글자를 표시할 때, 글자의 크기 별로 휘도를 서로 다르게 출력함으로써,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는 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ICS 시스템을 설계한다.

1. 서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차역, 버스 터미  는 도로 

등지에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표시하기 해서 다양한 

들이 보 되어 있다. LED(Light Emitting Diode) 

의 경우 부분 옥외에 설치되고 최근에는 HDTV, 

고화질 고 등과 같이 고선명 동 상을 표출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들은 LED를 이용해서 화면 표시를 한 

도트(dot)를 구성함으로써, 각 도트별로 RGB 색상을 표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을 구성하는 각 도트

들은 을 통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각 화소

에 응된다. 이러한 은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  등

지에서 차량의 출발시간이나 도착시간을 표시하는데 사용

되고, 고용으로도 주로 사용되며, 도로에서는 도로의 상

황이나 길 안내에 주로 사용된다는 에서 LED 모듈의 

도트별 표출 [cd]값이 일정한 값으로 나와야만 선명한 표

출로 의 화상 선명도를 크게 올릴 수 있어 선명도

를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매주 요한 요

소  하나이다[1,2,3].

   하지만, 기존의 들은 을 통해 소정의 이미

지를 표시할 때, 상기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화소에 응

하는 도트들 별로, 모두 일정한 밝기로 색상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에 다양한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 으로 밝은 색상이 어두운 색상보다 더 밝게 보이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

지고 있다. 한, 기존의 들은 을 통해 자

를 표시할 때, 자의 크기에 계없이 모두 일정한 밝기

로 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상 으로 작은 자가 큰 

자에 비해 잘 보이지 않은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가 있다.

   우리는 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해당 이미

지 내의 다양한 색상들에 따라 부분 으로 의 각 

도트들의 휘도를 서로 다르게 출력하고, 을 통해 

자를 표시할 때, 자의 크기 별로 휘도를 서로 다르게 출

력함으로써, 을 통해 표시되는 정보에 한 가독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RICS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하 재 등은 풀 칼라 형 LED  시스템에서 

상 출력구간의 그 이 스 일에 따라 의 LED 모

듈별  도트별로 휘도 보정을 수행함으로서 상 화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형  제어시스템의 

구  방법에 한 것을 연구하 다[1,3]. 고속으로 송된 

상을 에 상표출시 발생하는 색소침착 상을 

GIS(Gray Image Scale) 제어를 용하여 해결하고, 리

커 상의 감을 통해서 화질을 개선토록 하 다. 그리고 

입력 상 데이터로부터 입력되는 상의 그 이스 일을 

산출하고, 산출된 그 이스 일에 따라 화면을 보정하여 

보다 선명하고 화려한 상을 제공할 수 있는 자동휘도 

보정기술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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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의 불량 는 LED 램 의 불량으로 LED 모듈 

 LED 램  교체 시 교체되는 LED 모듈과 LED 램 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LED 모듈과의 휘도 차이로 인하여 

LED  시스템의 표출 화면에 모자이크나 얼룩이 나

타남으로 균일하고 선명한 화질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교체되는 LED 모듈과 LED 램 가 그 주변의 기

사용 인 LED 모듈  LED 램 들과 동일한 휘도 특성

을 가지도록 LED 의 체 인 휘도를 Gray Image 

Scale 제어에 의하여 휘도를 보정하여 각각의 LED 모듈 

 도트별로 휘도 특성이 균일하게 의 표출 면이 

얼룩이 지지 않고 일정한 밝기로 선명한 화면을 표출하게

하며, 교체한 LED 모듈  LED 램 의 휘도가 그 주변

에 있는 기존의 LED 램  휘도 특성이 일치하도록 자동 

보정하여 표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상의 그 이

스 일을 산출하고 산출된 그 이스 일에 따라 화면을 

멸하여 보다 선명하고 화려한 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이스 일에 따라 화질을 개선하는 형 풀 칼라 

LED 에 한 것이다[1,3].

 기존 LED 은 휘도와 명도를 일률 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동 상 보정기술`은 입력 상신호

의 특성에 맞게 화질을 보정하는 이 다르다. 상의 히

스토그램 밝기 값이 특정 구역에 몰려있을 경우 각 값에 

편차를 고르게 해 비와 명도를 향상시키는 게 이 기술

의 핵심이다. 히스토그램 분포가 과도하게 변할 경우 화면 

열화 상이 생길 수 있지만 최  임계치를 설정하면 사

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ED  표출면의 선명한 화면 표출을 한 보정

기술에 한 것으로  사용  모듈불량, 도트불량으

로 LED 모듈  램  교체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표

출 도트의 휘도와 교체된 신품의 LED도트의 휘도 사이에 

서로 다른 휘도 값의 차이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얼

룩이 진 것같이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표출 화면

에 나타나는 얼룩 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사용 인 

 LED 램  휘도와 교체된 LED의 개별  모듈, 도

트 표출 휘도의 밝기 차이를 보정을 통해서, 의 표

출면이 얼룩지지 않고 일정한 밝기로 선명한 화면이 표출

되도록, 교체한 LED의 휘도가 주변에 있는 기존의 LED 

램  휘도와 비슷하게 자동 보정하여 표출할 수 있는 

LED 도트별 휘도 보정이 가능한 스마트  제어 시

스템 설계  그 방법에 하여 연구한 것이다[3].

3. RICS 설계

   우리는 을 구성하는 도트(dot)들 별로 각 도트에 

포함된 LED 모듈의 휘도를 에 표시될 이미지에 기

하여 서로 다르게 조정함으로써,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 시스템 RICS (Readability 

Improvement Control System)을 설계한다. 첫째, LED 

 도트별 휘도를 제어하여 자 크기에 따른 휘도 수

을 결정하는 기법을 설계한다. 둘째, LED  배경

이 이미지일 경우, 배경색과 자색이 유사색이면 휘도 수

을 증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 

1)의 개념도와 같이 LED 도트별 휘도를 조정하여  

가독성 향상 제어 시스템 RICS를 개발한다.

(그림 1) RICS 개념도

<표 1>

복수의 선정된 색상들 선정된 제1 듀티 사이클

빨간색 70%
노란색 80%
파란색 50%

... ...

   RICS에서 가독성 향상을 한  부분 휘도 제어 

장치  그 동작 방법은 <표 1>과 같이 휘도 테이블 상

에 색상별로 사용자에게 최 의 가독성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는 듀티 사이클(duty cycle)을 미리 장해 둔 후 

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해야 할 때 휘도 테이블 상의 

각 화소 별 색상에 따라 의 각 도트의 휘도 값을 

조정함으로써, 최 의 밝기를 갖는 색상에 따라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최 의 가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RICS에서 가독성 향상을 한  부분 휘도 제어 

장치는 복수의 선정된(predetermined) 색상들과 복수의 선

정된 색상들 각각에 응하는 선정된 듀티 사이클(duty 

cycle)이 응되어 기록되어 있는 휘도 테이블을 장하여 

유지하고, 복수의 LED 모듈들로 구성된 을 통해 

출력하기 한 이미지가 입력되면, 이미지를 구성하는 복

수의 화소들 각각의 색상을 확인하는 색상 확인, 휘도 테

이블을 참조하여 복수의 화소들 각각에 해, 복수의 화소

들 각각의 색상에 응하는 듀티 사이클을 할당하는 듀티 

사이클 할당, 복수의 화소들 별로, 복수의 화소들 각각에 

할당되어 있는 듀티 사이클에 응하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신호 생성 

 복수의 화소들 별로 생성된 PWM 제어 신호에 기 하

여 복수의 화소들 각각의 색상을 표 하기 한 을 

구성하는 복수의 도트(dot)들에 포함되어 있는 LED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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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온/오 를 제어하는  제어를 포함한다. (그

림 2)는 RICS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RICS 구성도

▪ LED 제어기 모듈 (LED Controller)

  - 이미지 입력을 받아 n*m개의 픽셀로 배열된 매트릭

스 형태의 화면에 표출하는 기능

  - LED 도트별 휘도 제어 기능

▪제어기 조정 모듈 (Controller Control Module)

 - 보정 이미지를 제어기로 송 기능

▪이미지 생성 모듈 (Image Generation Module)

 - 휘도 조정된 이미지 생성 기능

▪색상 매칭 모듈 (Color Matching Module)

 - LED 의 자크기를 도트 수로 계산 기능

 - 배경이 이미지일 경우, 배경색과 자색이 유사색이면 

휘도 수 을 증가시키는 기능

▪색상 조정 모듈 (Color Control Module)

 - LED  도트별 휘도를 제어하여 자 크기에 따

른 휘도 수 을 결정하는 기능

 - 도트 수에 따라 휘도 수  조정 기능

▪색상 비 모듈 (Brightness Contrast Module)

 - LED 의 자색과 배경색의 분석 기능

 - 자색과 배경색의 색상 거리 계산 기능

▪휘도 최 화 모듈 (Luminance Optimization Module)

 - 색상거리에 따라 자 휘도 최 화 기능

 -  가독성 향상 제어 기능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은 을 통해 소정의 이미지를 표시할 때,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화소에 응하는 도트들 별로, 모두 

일정한 밝기로 색상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에 다양

한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 으로 밝은 색상이 

어두운 색상보다 더 밝게 보이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

자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 

을 통해 자를 표시할 때, 자의 크기에 계없이 

모두 일정한 밝기로 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상 으로 

작은 자가 큰 자에 비해 잘 보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해당 이미

지 내의 다양한 색상들에 따라 부분 으로 의 각 

도트들의 휘도를 서로 다르게 출력하고, 을 통해 

자를 표시할 때, 자의 크기 별로 휘도를 서로 다르게 출

력함으로써, 을 통해 표시되는 정보에 한 가독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RICS 시스템을 설계하 고, 향후 개

발과 더불어 가독성 향상도를 측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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