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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에서 새로운 근을 통한 FRC Noise의 

발생 원인 분석  감 방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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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e Analysis and Reduction Method of the FRC Noise 

Through a New Approach in TFT-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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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RC(Frame Rate Control) has been applied to the monitor and TV product as part of cost-saving in many 

flat panel display manufacturers. As FRC can represent the same number of gray scale level with bits of a smaller 

amount than bits of the input image data, it is widely used. However, FRC causes visual artifacts by using repeatedly 

pre-designed the FRC unit size of block pattern in display devic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 of the visual 

artifacts. And in order to improve them, it proposed the pattern arrangement of FRC unit blocks through frame rolling 

method as analytic solution for the first time. So, we could embody causes of FRC noise. Using the proposed structure, 

more robust pattern to FRC noise will b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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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디스 이 장치의 Color depth는 디스 이 장치가 표

할 수 있는 Color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Color의 수는 

R,G,B 각각의 Gray Scale 수에 한 곱으로 표 된다. 일부 

고사양의 제품을 제외한 부분의 소형 는 형 인치의 

평  디스 이 장치는 6비트 는 8비트의 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Color 성능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High Color depth를 갖는 HD 

DVD, 블루 이 디스크 등이 생산되고 있어 8비트와 10비트 

는 그 이상의 비트 수를 갖는 디스 이 장치가 필요하

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은 비용으로 효율 으로 극

복하기 해서, 디스 이 장치에서 표 인 데이터 처리 

기술로 FRC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FRC는 Frame Rate Control의 약어이고, FRC와 Dithering 

의미를 포 하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FRC는 화면에 

어떤 색상이나 계조 벨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할 수 

있는 색상들의 화소를 모아 되도록 비슷한 색상이나 계조 

벨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밝기 는 색상이 다른 각각

의 픽셀 시간 배열을 조 하여 얻고자 하는 색상값을 표

해 낼 수 있도록 하 다. 반면에, Dithering은 한 임 내

에서 계조가 다른 다수의 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간  

평균 휘도에 의한 계조 구간의 수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따

라서, FRC가 시간에 의존하는 방법이라면, Dithering은 공

간 인 즉, 면 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Dithering은 해상도 

하를 가져오고 FRC는 리커 상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 Dithering과 FRC를 동시에 동작시킴으로써 각각의 단

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1  4×4 FRC 패턴 배열의 시

Fig. 1  Example of 4×4 FRC Pattern arrangement

많은 평 디스 이 제조업체는 원가 감의 일환으로 모

니터  TV 양산품에 FRC 기술을 용해 왔으며, 입력되

는 상 데이터의 비트 수보다 더 작은 량의 비트 수로 동

일한 계조 수를 표 할 수 있어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미리 설계된 FRC 단  블록 패턴이 평  디스 이 

화면상에서 반복 으로 사용되어, 수평 는 수직 노이즈와 

같은 FRC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FRC를 통

한 더 많은 Color depth 구 은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1]

∼[2], FRC 용에 따른 FRC 노이즈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법에 한 논문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2009년도

에 FRC 노이즈를 피하기 한 분석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

다[3]. 기존 논문[3]은 Inversion 방식을 달리하여 수평  

수직 노이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한계 을 갖고 있었

다. 한, 분석 인 해결책으로써 단  패턴 내부의 배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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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안하 으나 단  패턴간의 배열에 따른 FRC 노이즈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

과는 다른 에서 디스 이 패  제조공정과 FRC 패턴

과의 연  계를 고려한 좀 더 구체 인 노이즈 발생 원인

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해 새롭게 임 롤링 방법

을 통한 FRC 패턴 배열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2 . 본  론

2 .1  데이터 확장을 통한 FRC 알고리즘

일반 으로 평  디스 이 장치에 용되는 FRC 기술

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원본 데이터를 구

할 때, 시간   휘도에 의한 방법인 Temporal 

Averaging과 공간  평균 휘도에 의한 방법인 Spatial 

Averaging으로 나  수 있다. 여기서, Temporal Averaging

은 다수의 임 단 로 시간상 된 휘도의 평균이 원

본 데이터 값에 해당하도록 설정하여 구 한다. 인간의 시

감특성과 일종의 시각  착시(錯視) 상을 이용하여 계조 

수를 증가시켰다. 즉, 그림 1에서와 같이 디스 이 장치에

서 표  가능한 8비트로 10비트를 구 하기 해 1 임 

내에 표 되는 특정 계조 수를 시간  스트 칭을 통해 4 

임에 걸쳐 표 함으로써, 계조 표  개수를 확장하 다. 

8비트 데이터를 4 임에 걸쳐서 다른 계조를 출력함으로

써 시각 으로 인지할 때는 입력 데이터 10비트 계조를 인

지하도록 구 한다. 10비트의 입력 데이터에 한 최종 출

력 8비트 데이터로의 변환은 10비트 데이터  하  2비트의 

값을 통해 최종 8비트 데이터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입

력데이터  상  8비트가 “11111111(255)”일 때 “상  8비

트 + 1” 에 해당하는 값을 8비트로는 표 할 수 없으므로 

하  2비트는 “00” 만 가능하고 “01, 10, 11”은 표  불가능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상  계조 값인 

“1111111100(1020)”부터 1111111111(1023)”은 동일 계조로 

간주되어 총 1021 계조 수만 구  가능하므로, 최상  계조

에서 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리기 해 10비트 입력 

데이터를 11비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2]. 11비트로 데이터 

확장시 그림 2에서와 같이 하  3비트로 시간 , 공간  

FRC를 구 하게 되므로 각 8비트 당 8가지(2
3
)로 표 범

가 증가하여, 총 2041가지로 계조 수의 표  범 가 확 된

다. 즉, 10비트 1024 계조를 구 하기 해 이 가운데 1024

개를 추출하여 변환시키면 된다. 여기서, 데이터 확장으로 

인한 계조 수의 표  범 (G)는 식(1)로 결정되고, α는 디스

이 장치의 표 가능 비트 수, β는 FRC 제어 비트 수를 

나타낸다. 

 × 
  ×  

              (1)

이때, 2
8
×2
3
 아니라 (2

8
-1)×2

3
+1로 계산된 이유는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상  8비트가 “11111111(255)”일 때 하  3

비트는 “000”만이 표  가능하고, “001”∼“111”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비트에서 11비트로 데이터 확장은 상  

8비트당 8가지 내에서  유연하게 조 이 가능하며 일률 으

로 고정된 값으로 분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휘도 변화에 

민감한 계조 역에서는 세부 분할하고 둔감 역에서는 듬

성듬성 분할하여 분할정도를 강·약 조 할 수도 있다. 

와 같은 FRC 개념을 바탕으로 그림 2에서와 같이 실제

로 디스 이 장치에 설계된 패턴을 배열하게 되는데, 

Temporal Averaging은 특정 입력 데이터를 4 임에 걸

쳐서 분할 표 하게 되고, 확장된 11비트 데이터  하  3비

트의 값에 따라 연속된 4개 임에 한 “상  8비트+1”

의 개수가 결정된다. Spatial Averaging은 공간 인 

Dithering에 해당하므로 Temporal Averaging과 마찬가지로 

하  3비트 값에 따라 특정 공간 단 로 “상  8비트+1”의 

개수를 결정한다. 여기서, 그림 2와 동일하게 FRC 제어 비

트가 연속 으로 증가할수록 “상  8비트+1” 개수는 단계

으로 8개씩 증가하게 된다.

그림 2  8×8 FRC 패턴 배열의 시

Fig. 2  Example of 8×8 FRC Pattern arrangement

모니터 모델에서는 일반 으로 상 입력 데이터가 8비트

이므로, 9비트의 데이터 확장을 거쳐 FRC를 통해 6비트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만약에 8비트  10비트의 입력 데이터

에 비트 확장을 통한 FRC 기술을 용하지 않는다면, 

TFT-LCD(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al Display)

에서 DAC(Digital-to-Analog Converter)를 통해 아날로그 

출력 압을 공 하는 Source Driver IC가 8비트 는 10비

트로 구 되어야 한다. 이를 동일한 계조를 표 하면서 6비

트 는 8비트의 Source Driver IC로 체할 수 있어 각각 

2비트에 한 데이터 출력을 일 수 있게 되고, 그 것은 

어든 비트 수만큼 비용 감을 할 수 있게 된다.

2 .2   I nversion 방식을 고려한 패 턴  설계

TFT-LCD에서 액정의 양단에 계속해서 DC(Direct 

Current)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액정의 특성이 하되어 

상 화 상이나 화소 극 압 변동에 의한 리커 문제

가 발생한다. 따라서, 액정양단에 걸리는 원은 일정기간별

로 스 칭 해 주고 스 칭 비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Frame Inversion, Column 

Inversion, Line Inversion, Dot Inversion 등이 존재한다. 

Frame inversion은 한 임에서 체 픽셀이 동일한 

극성의 화상 신호를 인가 받으며, 임이 바뀔 때마다 픽

셀 체의 극성을 바꾸는 방식이고, Column  Line 

Inversion은 각각 인 열, 인 행마다극성이 다르고,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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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면 그 극성이 바 게 된다. 그리고, Dot Inversion 방식

에서는 인 한 모든 화소끼리 극성이 반 이다. 아래인 행마

3(a)에서극성같이 Source Driver IC는 TFT의 Source 극

을 구동하는 역할을 하는 데, Source Driver IC의 DAC에서 

입력되는 디지털 데이터극성픽셀의 극성는 방식이공통 극 

압(Vcom)기 으로 픽셀 구동 압을 생성의 한 모[4].인

행마3(b)는 첫 번째 라인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되더라도

성픽셀의 극성는 방식이다른 출력 압이 생성되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상 화 상 방지에는 Dot 

Inversion 방식이 가장 뛰어나고, 소비 력 측면에서는 

Frame Inversion 방식이 뛰어나다. 그행마3(c)에서는 “2/8t 

FRC 패턴을 임에 방식이Dot  Vertical 2 Dot 

Inversion 방식마다결합하여 나타내었다. 그행마3(c)에서극성

같이 모든 임의 " 그리고, Do섢의 화상되는 픽셀에서 

양의 극성마다음의 극성ers수가 동일하게 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a) 8비트 Gray Scale에 한 Source Driver IC 출력, 

(b) 8×8 FRC 단  패턴에서의 데이터 출력 압, (c) 

Dot  Vertical 2 Dot Inversion에서 8×8 FRC 단  

패턴 배열

Fig. 3 (a) The output of source driver IC measured for 

8-bit gray scale, (b) The data output voltage in the 

8×8 FRC unit pattern, (c) 8×8 FRC unit pattern 

arrangement with dot and vertical 2 dot inversion

  

이것은 시간   공간  착시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상  8비트+1"에 해당되는 픽셀을 Inversion 극성에 맞추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열함으로써, 패턴의 상하  좌

우 칭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참조 논문[3]에서는 동일한 

계조가 입력될 때, 양의 극성과 음의 극성에서 출력되는 

압값에 따라 휘도값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두 한쪽 

극성으로만 패턴을 배열한다고 나타내었다. 즉, FRC 단  

패턴이 다른 극성의 압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FRC 노이

즈가 발생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하지만,  설명된 두 가

지 방법으로 FRC 단  패턴을 Inversion 방식에 따라 균형

으로 배열하더라도, 패턴의 종류에 따라 수  차이는 갖고 

있지만, 여 히 하  계조에 FRC 노이즈가 발생되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원인을 규명하기 해 다음 장에서는 FRC 

노이즈 발생 원인을 패  제조 과정과 FRC 단  패턴의 배

열 에서 상세하게 분석하 다. 

2 .3 . FRC 노이즈 발생원인 분석

2 .3 .1 . 화면 내에서 국부 인 Coupling 압 의 변화

FRC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그림 4에서와 같이 

Coupling 압(△Vp)에 의한 공통 극 압(Vcom)의 변동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양의 극과 음의 극에 한 기  

압값인 Vcom이 변동하면 Source Driver IC의 DAC 출력 

압이 변동하고, 이런 변화된 성분이 국부 인 역에서 집

으로 발생할 경우에 FRC 노이즈로 나타날 수 있다. FRC 

노이즈가 발생하는 역의 Vcom 벨을 측정하면, Vcom 벨

이 정상 역에 비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Vcom 벨이 변화된 역은 일반 으로 기  얼룩을 

동반하게 된다[5].

∆ 
 ∆           (2)

Coupling 압(△Vp)에 한 식은 (2)와 같으며, Coupling 

압은 게이트와 소스의 Parasitic Capacitance(Cgs), Storage 

Capacitance(Cst), 액정 고유의 Capacitance(Clc), 게이트 On 

압(Vgh), 게이트 Off 압(Vgl)에 향을 받고 있으며, 

FRC 노이즈가 발생한 역에서는 균일하지 않은 Array 

Process로 인해 TFT 구조에서 속물질 사이의 Critical 

Dimension과 Overlap이 변화되고, 이것은 Cgs, Clc, Cst값을 

변하게 한다. 변화가 생긴 Coupling 압은 가장 낮은 리

커 벨를 갖는 최 의 Vcom에 향을 주고, Vcom이 변화된 

역에 FRC 패턴을 용하 을 경우, FRC 노이즈의 세기

가 커짐에 따라 정상 역에서의 최  Vcom에 비해 Vcom 변

동량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그림 4 데이터 신호의 한 주기 동안 Coupling 압(△Vp)에 

따른 Vcom 변화량

Fig. 4 Vcom variation resulted from coupling voltage for data 

signal's one period

2 .3 .2 . FRC 단  패 턴 의 주 기 인 배 열 에 의한 

데이터 뭉침 상

그림 6(a)에서와 같이 FRC 제어비트에 따라 설계된 8×8 

단  패턴은 한 임 내에서 크기가 작고 동일한 Di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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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들이 일정하게 배열되고 한, 여러 개의 임기간 동

안 반복되는 경우에 “상  8비트+1”에 해당되는 픽셀의 

치가 변동되어 국부 으로 휘도 변화가 커질 수 있다. 이 

결과, 표시 화면에 주기 인 노이즈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그림 5(c)는 얇은 가로선무늬, 얇은 세로선무늬

의 FRC 노이즈를 표시화면에 나타낸 것으로 부분 8×8 단

 패턴에 따라 선택 으로 하나가 발생한다. 패턴무늬가 

발생되는 이유는 동일한 Dithering 패턴들이 작은 주기로 

상하  좌우로 반복되기 때문에 Dithering 패턴들이 시간 

 공간 역에서 평균 으로 분산되기보다는 특정 패턴 내

에서 데이터 뭉침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5(a)에서와 같이 Dithering 패턴내의 데이터 극성이 

Dot Inversion되는 경우 "1/8" FRC 패턴은 수직 방향의 2 

라인 간격으로 "상  8비트+1"에 해당되는 픽셀들이 배열되

고, 임 수에 따라 “상  8비트+1”에 해당되는 픽셀들의 

치가 2 라인씩 이동하기 때문에 휘도 상승이 2 임 단

로 가변되어 얇은 세로선 무늬의 리커가 유발된다. 

한, 그림 5(b)에서와 같이, “4/8” FRC 패턴은 톱니 모양으로 

형성된 같은 극성을 갖는 “상  8비트+1” 픽셀에 의해 국부

으로 높은 휘도상승이 동반되어 얇은 사선 무늬가 발생되

고, 이에 따라 2 라인 간격의 가로선 무늬가 발생된다.

그림 5  (a) 세로선 노이즈 발생원인, (b) 가로선 노이즈 발생

원인, (c) FRC 노이즈 발생도

Fig. 5 (a) The cause for vertical noise, (b) The cause for 

horizontal noise, (c) The illustration for FRC noise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FRC 노이즈 발생 원인은 주로 

화면 내에서 국부 인 Coupling 압의 변화와 FRC 패턴의 

상하  좌우 반복으로 인한 데이터 뭉침 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두 개의 발생 원인이 결합하거나 는 데이터 뭉

침 상만으로도 FRC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국

부 인 Coupling 압의 변화는 기 인 얼룩을 동반하고, 

얼룩은 수 에 따라 평  디스 이 최종 검사단에서 불량

으로 검출된다[6]. 그러므로, 국부 인 Coupling 압의 변화

로 증가하게 되는 FRC 노이즈 수 은 얼룩에 한 더 엄격

한 공정 리를 통해 감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6(a)에서

와 같이 표시 화면에서 동일한 8×8 FRC 단  패턴의 반복 

사용이 FRC 노이즈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므로 FRC 패턴들

을 다양하게 배열하는 새로운 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4 . 새로운 FRC 패 턴  배 열  방법 제안

일반 인 FRC 패턴의 배열은 그림 2에서 설계된 8×8 

FRC 단  패턴이 한 화면 내에서 상하  좌우 방향으로 

동일하게 용되고, 임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 화면을 

구성하는 8×8 FRC 단  패턴은 변화한다. 한, 4 임 

주기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에 제안된 FRC 패턴 

구조는 임별로 용되기 해 설계되었던 FRC 단  패

턴들을 공간 화면 내에서 모두 사용하며, 각기 다른 8×8 

FRC 단  패턴이 임별로 롤링될 수 있도록 하 다. 그

림 6(b)에서와 같이 “X/8”의 FRC 패턴은 “X1/8”의 제1 서  

Dithering 패턴, “X2/8”의 제2 서  Dithering 패턴, “X3/8”의 

제3 서  Dithering 패턴, “X4/8”의 제4 서  Dithering 패턴

들을 포함하고, X는 1∼7 사이의 값을 갖는다.  

임 롤링 방법의 패턴 배열에서 “X/8” Dithering 패턴

은 제1 임 기간에서 에서 아래로 제1 서  Dithering 

패턴, 제2 서  Dithering 패턴, 제3 서  Dithering 패턴  

제4 서  Dithering 패턴이 배치되어 8×32 FRC 패턴을 형

성하고, 공간   시간 으로 4 종류의 서  Dithering 패

턴이 동시에 롤링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임 롤링

을 사용한 패턴 배열은 새로운 32×32 FRC 패턴을 형성하

고, 임 수에 따라 다른 형태의 32×32 FRC 패턴이 생성

된다. 

그림 6 (a) 일반 인 FRC 패턴 배열, (b) 새로운 임 롤

링 방법을 통한 FRC 패턴 구조

Fig. 6 The conventional FRC pattern arrangement and FRC 

pattern structure through novel frame rolling method

제안된 구조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면 Dithering 패턴의 값

을 'A'라 하고 'B'를 서  Dithering 패턴의 개수라 할 때, 

서  Dithering 패턴들은 임 롤링(Frame Rolling)을 통

해 'C' 개의 임 각각에서 서로 다른 배치를 가지며 'C' 

개의 임기간 주기로 동일한 배치의 서  Dithering 패

턴들이 나타나게 된다. 제안된 구조는 16×32, 24×32, 32×32, 

16×40, 16×44 크기의 다양한 디더 패턴에 용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구 에 따른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효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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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C 노이즈를 일 수 있도록 Dithering 패턴 크기를 

32×32로 설정할 수 있다.

2 .4 .1 . 임  롤 링  방법에 한 알고리즘

그림 7의 임 롤링 방법에 한 알고리즘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7  제안된 구조의 알고리즘

Fig. 7  Algorithms of proposed structure

단계1 입력되는 10비트 상 데이터를 매핑 함수

(Mapping(R), Mapping(G), Mapping(B))를 이용하여 11비트

로 확장한다.

단계2 픽셀당 입력되는 상 데이터를 기본으로 픽셀(L), 

수평라인(M), 임 수(N)를 생성한다. Full HD(High 

Definition) TV의 해상도(1920×1080)를 사용하므로, 수평라

인은 1920개마다 단계별로 증가하고, 임 수는 

1920×1080개 마다 증가한다. K는 임 롤링 인덱스로 사

용되며, 기값은 1로 설정되었다.

단계 3  각각의 R,G,B 입력데이터에서 하  3비트에 따

라 계조 벨을 결정한다.

단계 4  임 수를 4로 나  나머지 값에 따라 패턴 

매칭을 수행할 경로가 선택되고, 4 임 주기로 동일한 패

턴 매칭을 수행하게 된다.

단계 5 픽셀 수(L)와 수평 라인 수(M)를 이용하여 공간

인 역에서 기에 설정되어 있는 FRC 단  패턴과의 

패턴 매칭을 수행한다. 패턴이 매칭되면, 입력된 데이터의 

오버 로우 체크를 수행하여 “상  8비트+1” 의 수행 유무

를 결정한다. 그 지 않으면, “상  8비트”는 바이 패스된다.

단계 6 픽셀 수(L)와 수평 라인 수(M)를 8로 나  나머

지 값에 따라 공간 역에서 패턴 롤링을 결정하게 된다. 

L1=0 는 M1=0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되는 데이터가 특정 

임의 끝에 해당하는 지 확인한다. 여기서, 상 데이터

가 특정 임의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면 단계 5로 이동하

여 반복 수행된다. 그 지 않으면 한 임에 한 연산을 

종료한다. 

단계 7 L1=0 는 M1=0인 경우에는 임 롤링 인덱스

(K)를 1 만큼 증가시키고, 그 다음 K를 4로 나 어 나머지 

값을 4 종류의 FRC 단  패턴을 선택하는 인덱스로 사용한

다. 그 다음 변경된 FRC 단  패턴을 이용하여 패턴 매칭

을 반복 수행한다. 여기서, 단계 4에서 임 수를 나  나

머지 값이 0, 2, 3인 경우의 로우는 패턴 매칭을 최 로 

시작하는 FRC 단  패턴만 다르고, 나머지 과정은 1의 경

우와 동일하여 생략하 다.

2 .4 .2 . FRC 노이즈 감 분석

그림 5(a)를 임 롤링 방법을 통해 FRC 단  패턴을 

재배열하면 그림 8(a)와 같이 표 된다. 임 수에 따라 

수직 방향의 2라인 간격으로 상  8비트+1”에 해당하는 픽

셀들이 편 되어 배열됨으로써 국부 인 휘도 상승을 유발

하 다. 하지만, 제안된 임 롤링 방법을 통해 임 수

에 계없이 “상  8비트+1”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시간  

공간 역에서 균형있게 배열되어 리커성 세로선 노이즈

를 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b)와 그림 8(b)를 비교해 보면, 그림 8(b)는 [4n+1] 

 [4n+2] 임에서 FRC 단  패턴이 시간  공간 역

에서 롤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8(b)와 같

이  2라인 간격의 가로선 무늬를 발생시켰던 FRC 단  패

턴간의 연결로는 차단되어, 톱니 모양의 패턴은 FRC 내부 

패턴에서만 유지되고 더 이상 인 해 있는 FRC 단  패턴

에 되지 않게 된다. 

(a) (b)

그림 8 (a) 세로선 노이즈 감 분석도, (b) 가로선 노이즈 

감 분석도

Fig. 8 (a) The analysis for vertical noise reduction, (b) The 

analysis for horizontal noise reduction

와 같이 2가지 유형의 FRC 노이즈는 임 롤링을 

용한 새로운 단  패턴 배열 방법을 통해 분석 으로 제거

될 수 있음을 밝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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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  론

재까지 평  디스 이의 원가 감을 해 사용되는 

FRC 기술은 FRC 노이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Inversion 방식과 패  제조 방식을 갖는 평  디스 이 

제품군에 확장 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와 같

은 상황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FRC 기술사용으로 인

한 FRC 노이즈 발생 원인을 화면 내에서의 국부 인 

Coupling 압 변화와 FRC 패턴의 상하  좌우 반복으로 

인한 데이터 뭉침 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해 

새로운 임 롤링 방법을 통한 패턴 배열을 분석 인 해

결책으로 제안하 다. 이를 통해, FRC 노이즈에 효과 으로 

응할 수 있으며, 많은 평  디스 이에서 렴한 비용으

로 다양한 계조 표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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