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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CD panels are increasingly used to show moving image material, for example in LCD television sets. However,
moving images become blurred on LCD panels. One of the causes of motion blur is the slow reaction of LC(liquid crystal)
cell to change in the pixel value. Another cause of motion blur is the hold-type characteristic of the LCD panel, during
the frame time the image is shown continuously. This type of motion blur can be reduced with a scanning backlight. We
have designed and fabricated a scanning backlight system that solves the hold-type characteristic problem in a way that
Flat fluorescent lamp divided 6 blocks was scanned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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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LCD TV의 광원은 주로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과 EEFL(external electrode fluores-

cent lamp)이 사용되고 있다[1,2]. LCD TV는 노트북이

나, 모니터에 비해 고 휘도의 백라이트가 요구되므로,

세관형 램프를 LCD panel의 배면에 배치하는 직하방

식 백라이트를 사용한다. 직하방식 백라이트의 경우 고

휘도와 휘도 균일도 향상을 위하여 10개 이상의 램프

가 사용되며, 그에 상응하는 관련 자재 및 인버터가 사

용된다. 또한 LCD TV의 전체 두께가 백라이트의 두

께에 의해 결정되므로, 슬림 백라이트의 설계는 LCD

TV의 두께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면광원의 경우

CCFL, EEFL보다 광학 시트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유

지하면서도 광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슬림

백라이트로의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발광면 자체가 하

나의 램프이므로 점등하는데 있어 관련 자재 및 인버

터의 수량을 줄일 수 있다[3-6].

본 논문에서는 면광원을 이용하여 LC(liquid crystal)

의 응답 속도와 hold- type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motion blur를 감소시키기 위한 60Hz scanning back-

light system을 설계, 제작하였다[7,8].

32인치 면광원 램프를 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스캔

구동하였으며 각 블록의 on-time을 변화시켜 휘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여 adaptive dimming을 적용할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 제작하였다. Adaptive dimming

이란 영상신호인 APL(average picture level) 신호를 백

라이트에서 인식하여 밝은 화면은 더욱 밝게, 어두운

화면은 더욱 어둡게 램프 휘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소비전력 감소와 더불어 gray scale capability향상과

contrast ratio가 증가된다[9,10].

2. 제안된 백라이트 및 인버터

2.1. 제안된 백라이트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면광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

으나 본 논문에 사용한 면광원은 다수의 방전 채널을
†E-mail : neoju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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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형태로 병렬 배치한 멀티채널 구조이다. 또한 외

부 전극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램프를 6

블록으로 나누어 구동하기 위해 외부전극을 6개의 블

록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블록을 각각의 인버터로 스캔

구동 하였다.

면광원의 경우 BLU에 장착을 하면 램프의 구동 특

성은 EEFL특성에서처럼 전압, 전류가 함께 증가하는

선형적인 특성이 나타난다[11]. 또한 이러한 특성과 더

불어 넓은 범위의 휘도 제어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세

관램프에 비해 더욱 효과적으로 adaptive dimming을

적용 할 수 있다.

2.2. 제안된 회로

Fig. 5는 제안된 인버터의 전체 회로도이다. 전체 회

로는 gate 파형을 생성하는 pulse generator부, scan 신

호를 생성하고 신호의 duty(block on-time)을 control

할 수 있는 PWM generator부, 램프에 출력을 전달하

는 inverter부로 나눌 수 있다. Inverter부는 램프를 6

블록으로 나누었으므로 총 6 블록의 inverter 회로로

구성되었다.

2.2.1. Pulse generator

Full-bridge inverter의 gate 파형을 만드는 회로이다.

Phase shift 방식으로 구동하기 위하여 UC3875를 사용

하였다. UC3875로부터 4개의 gate pulse가 생성되고

gate pulse간의 dead time을 조절하기 위하여 LM311

비교기를 이용하였다. Dead time이 조절된 파형들은

스위치 역할을 하는 MOSFET의 gate에 안정적인 파형

을 전달하기 위해 push-pull 회로를 거쳐 inverter부의

bootstrap driver로 전달된다.

2.2.2. PWM generator

Scan 신호를 생성하고 면광원의 scanning 주파수 및

각 블록의 on-time을 조절할 수 있는 PWM generator

부이다. o2micro사의 oz976을 사용하여 6개의 스캔 신

Fig. 1. FFL(flat fluorescent lamp) divided 6 block.

Fig. 2. BLU(Backlight Unit) using FFL.

Fig. 3. Q-V characteristics of bare lamp and BLU.

Fig. 4. Luminance characteristics of FFL and CCFL.

Fig. 5. Circuit made a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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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발생하였으며 NE555 Timer IC와 CD4538을 이

용하여 스캔 주파수와 duty(block on-time)를 조절 할

수 있다. 생성된 신호들은 비교기 LM393과 buffer IC를

통하여 inverter부의 scan control input으로 전달된다.

2.2.3. Inverter stage

램프를 6 블록으로 나누어 스캔 구동하기 때문에

inverter는 6 part가 필요하다. Pulse generator부에서

push-pull 회로를 거친 4개의 gate 파형은 각각 boot-

strap driver IC인 IR2110에 전달되어 floating되어 있는

FET에 안정적인 gate파형을 전달한다. PWM generator

로부터 전달된 scan on-off 신호가 scan control input으

로 연결되고 gate driver IC(IR2110)의 동작을 on-off하

여 각각의 인버터를 스캔 구동하여 결국 램프를 스캔

구동 할 수 있다.

2.3. Adaptive dimming 적용

Adaptive dimming은 APL(average picture level)에

따라 백라이트의 휘도를 변화 시키는 것으로 램프가

항상 켜 있을 경우에 비하여 backlight unit의 소비전력

감소와 gray scale capability 향상과 더불어 contrast

ratio가 증가된다[9,10,12]. 본 논문에서는 PWM신호로

출력되는 영상신호휘도레벨(APL)에 따라 oz976에서

Fig. 7과 같이 각 블록의 on-time 시간을 제어하여 램

프 각 블록의 휘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Fig. 6의 블록

도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였다.

3. 실험 결과

32인치 면광원을 6 블록으로 나누고 Fig. 9와 같이

60Hz로 스캔 구동하였다. 각 블록의 on-time을 2.5 ms

에서 9 ms까지 변화시켜 램프의 휘도와 소비 전력을

측정하였는데 on-time에 따라 2,600nit에서 11,500nit

까지 램프 휘도가 선형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Fig. 6. Block diagram of circuit for adaptive dimming.

Fig. 7. Dimming of scanning backlihgt.

Fig. 8. Luminance of FFL at 7,000nit.

Fig. 9. Scanning signal of 1st, 2nd, 3rd, 4th block(Block
on-time = 3.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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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LCD에 나타나는 motion blur를 감소시키는 scan-

ning backlight system을 설계, 제작 하였다. 광원으로

32인치 면광원을 이용하여 램프를 6 블록으로 나누고

60Hz로 스캔구동 하였다. Adaptive dimming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캔구동 시 각 블록의 on-time을 변화시켜

램프 휘도를 조절 할 수 있는 방식의 스캔 구동 회로를

설계, 제작 하였다. 실험결과로 면광원은 기존 세관램

프에 비해 소비전력(block on-time)에 따른 휘도변화가

선형적으로 변화하고 넓은 범위의 휘도 제어가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의 면광원을 사용하여 스

캔구동하고 각 블록의 on-time을 변화시켜 휘도를 제

어하면 motion blur의 저감효과와 더불어 기존의 세관

형 램프를 사용한 adaptive dimming 보다 효과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Fig. 10. (a) Inverter input signal at block on-time 3.5 ms.

Fig. 10. (b) Lamp input voltage at block on-time 3.5 ms
(Lamp input voltage = 850V).

Fig. 10. (c) Lamp input current at block on-time 3.5 ms.

Fig. 10. (d) Lamp input current at block on-time 3.5 ms
(1 block lamp input current = 45mA).

Fig. 11. (a) Block on-time vs Lamp luminance.

Fig. 11. (b) Block on-time vs Power consumption.

Fig. 11. (c) Power consumption vs Lamp lu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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