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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처럼 수많은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혼재해 있는 

시대도 드물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 CRT를 위시한 몇 가

지의 단순한 디스플레이들이 주름잡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산업계를 이끌고 있다. 이 디스

플레이들을 기술 별로 분류해 보면 프로젝션, off-screen 

외에 직시형 디스플레이가 그 주류라고 볼 수 있다(그림 

1). 과거 CRT와는 다르게 특히 직시형 디스플레이 중에서 

FPD(flat panel display) 기술들이 매우 다양하게 상업화

에 성공하고 있다. 이 FPD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저자는 화질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자발광과 비

자발광 FPD로 분류해 보았다.

비자발광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로 color

와 밝기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 

한다. 이 카테고리에는 EPD, ECD 등이 있고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술은 LCD이다. LCD는 광원으로써 백라이

트를 이용하고 LCD 패널은 color와 빛의 세기를 결정하

는 optical shutter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반면 자발광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에서 

발광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일컫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PDP, LED 전광판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OLED가 있다. OLED는 소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

형 TV,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발광 방식의 차이가 화질에서도 

그대로 차이점으로 드러난다. 

이 논문에서는 high-end급의 TV를 화질 평가하기 

위한 항목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자발광인 OLED TV와 

비자발광인 LCD 기반의 QD-LCD TV를 화질 평가하

도록 하겠다.

2. 평가 방법 및 시료

화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제안돼 있으나 가

장 많이 인용되는 방법은 P. G. Engeldrum의 image 

quality circle[1]이다. 이 개념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화질 예측을 위해서는 display design factor, 

physical measure, perceptual attribute의 세가지 

단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순차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중에서 physical 

measure와 perceptual attribute는 objective 

measure와 subjective measure라고도 불리며, 화질평

가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측정되어야 한다. 

결국 완벽한 화질 모델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measure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subjective measure는 다루지 않

고 측정 기반의 objective measure만을 다루었다. 

Subjective measure의 경향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각

종 소비자 마케팅 기관들이 발행하는 리포트를 참조하

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objective measure를 위한 세부

항목으로 color, black, HDR과 viewing angle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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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최근 high-end급 TV들은 전통적으로 고려했던 주

요 화질 항목인 resolution, color bit-depth, frame 

rate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질에 차이

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high-end급인 65인치 UHD TV 중에서 자

발광과 비자발광 방식의 화질을 비교하기 위해 OLED 

TV와 QD-LCD TV를 평가 시료로 사용했다. 특히 

QD-LCD TV의 경우 local dimming 방법에 따라 

edge-lit와 direct-lit의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했다.

3. 평가 결과

3.1. Color 특성

3.1.1. 색재현율

평가의 첫 번째 항목인 color에서는 색재현율을 제일 

먼저 비교했다. 이를 BT. 709 면적비로 비교했을 경우

에 OLED TV와 QD-LCD TV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

냈다. 면적비가 크면 인간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더 다

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또 다른 지

표인 DCI-P3 coverage의 경우 OLED TV와 

QD-LCD TV가 면적비에서 보다는 조금 더 차이를 보

였다. 이는 디지털 시네마에서 표현되는 색을 가정용 

TV에서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3.1.2 Color contrast

Color appearance 현상 중 하나인 simultaneous 

그림 2. 색재현율 비교

표 1. 색재현율 비교

Color gamut
(in CIE1976)

OLED TV
QD LCD TV
(Edge-lit)

QD LCD TV
(Direct-lit)

Area ratio(%)
(BT.709)

✓129.3 128.2 127.6

Area ratio(%)
(BT.2020)

75.0 74.4 74.1

Coverage(%)
(DCI-P3)

✓98.5 97.3 95.6

Coverage(%)
(BT.2020)

75.0 74.4 74.1

contrast[2]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

는 매우 잘 알려진 현상이다. 이는 배경색의 밝기에 따

라서 중심부 색의 밝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이

그림 1. 디스플레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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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lor contrast 측정 패턴

다. 다시 말해서 중심부의 색이 측정상 동일한 값의 휘

도를 가졌다 해도 배경색이 어두우면 인간의 눈에는 더 

밝게 인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이 OLED 

TV와 QD-LCD TV에서도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color contrast라

는 측정항목을 개발했다. 측정 패턴은 [그림 3]에 표현

된 것처럼 중심의 color 휘도와 주변 black level의 휘

도를 통해서 계산한다. 

Color contrast =     
∑  
  

측정 결과는 [표 2]에 정리했다. OLED TV는 edge-lit 

QD-LCD TV 보다는 60배, direct-lit QD-LCD TV 보

다는 20배 가깝게 큰 수치를 보였다. 이 color contrast 

특성을 통해 유사한 색재현율임에도 OLED TV가 

QD-LCD TV보다 인지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color 특

표 2. Color contrast 측정값 비교

Color contrast OLED TV
QD LCD TV
(Edge-lit)

QD LCD TV
(Direct-lit)

Red 120,000:1 1,800:1 4,700:1

Green 400,000:1 6,500:1 17,000:1

Blue 64,000:1 790:1 2,300:1

성이 잘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3.2. Black 특성

3.2.1. Local dimming vs. Pixel dimming

두 번째로 black 특성에 대해서 논하겠다. Black 특

성은 실제로 colorfulness, brightness, sharpness, 

contrast 등 여러 인지화질 인자에 영향을 준다[2,3]. 앞 

절에서 언급한 simultaneous contrast가 바로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디스플레이는 궁극적

으로 zero-nit의 black 휘도를 추구한다. 

LCD의 경우 더 어두운 black 휘도를 확보하기 위해 

local dimming이라는 기술을 채택했다. 본 기고문의 

평가에 활용된 QD-LCD TV는 12개의 블록(edge-lit), 

150개의 블록(direct-lit)으로 구역을 나누어 local 

dimming을 구현했다(그림 4). Dimming 블록수가 많

을수록 LCD black 휘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고화질 

TV를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블록수를 채용해야 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블록수는 비용과 직결되어 있는 단점

이 있다. 더불어 direct-lit 백라이트의 경우에는 LCD 

모듈의 두께가 edge-lit 백라이트 대비 현저히 두꺼워

지므로 디자인을 희생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반면 OLED TV는 자발광 디스플레이이므로 태생적

으로 zero-nit의 black을 구현할 수 있고, 각 화소 단

위로 dimming을 제어하는 pixel dimming 특성 때문

에 LCD의 black에서 흔히 관찰되는 halo artifact를 

없애서 훨씬 더 밝은 peak highlight도 가능하다. 

LCD의 경우 peak highlight의 휘도를 높이기 위해

서 peak highlight 영상에 해당되는 블록의 LED 휘도

를 높이면 주변 화소까지 빛샘이 발생하여 black 특성이 

안 좋아진다. 반대로 black 특성을 위해서 해당 블록의 

그림 4. QD-LCD TV의 local d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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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휘도를 낮추면 결국 LCD의 최대 휘도를 구현할 수 

없게 되어 밝은 peak highlight 구현이 어려워진다(그

림 5). 위에 열거한 black 관련 특성들을 몇 가지 

objective measure들을 통해 다음 절에 소개하겠다.

3.2.2. Black luminance and constancy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

반 영상에서는 black 신호 주위에 매우 다양한 color 

신호가 입력된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의 black 휘도 측

정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패턴들이 사용된

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실영상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

운 black 휘도 측정 패턴을 제안했다(그림 7). 

그림 6. Black 신호 주변의 다양한 color 신호(예)

이 패턴들은 5개의 서로 다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중심의 black 신호를 측정할 때 주변의 gray 

level을 5단계로 구분한다(0, 255, 511, 767, 1023 

gray level). 그리고, 더불어서 black constancy 개념

을 도입했다. 이것은 black 휘도가 주변 color 신호에 

따라서 변동되는 휘도값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5개 패턴

으로 측정한 최고 black 휘도와 최소 black 휘도의 차

이로 정의했다.

Lk.min = min(L1, L2, …, L5)

Black constancymax = max(Lk.0 – Lk.i )
Lk.0 : black luminance of center at 0 gray background level

Lk.i : black luminance of center at i gray background level

(i = 255, 511, 767, 1023)

이러한 black 휘도와 constancy 값은 [그림 8]과 [표 

3]에 정리했다. 그림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QD-LCD 

TV의 black 휘도는 주변 color 신호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 OLED TV는 상대적으로 매우 일정한 값을 유지하

여 black constancy 값이 0cd/m2이다. 여기에서 

direct-lit 방식이 edge-lit 방식보다 더 큰 black 

constancy 값을 보이는 이유는 direct-lit 방식의 최대 

휘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3.3. HDR (high dynamic range) 특성

디스플레이의 HDR 화질 특성은 최근 시장에 HDR 

컨텐츠가 출시되면서 매우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DR 컨텐츠는 기존의 SDR(standard 

dynamic range) 컨텐츠 대비 인간의 눈이 인지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밝은 

highlight 부분과 어두운 어두운 부분의 신호를 더 세

밀하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HDR TV는 이러한 

highlight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이 요구된다. 

(a) Pixel dimming (OLED TV) (b) Local dimming (QD-LCD TV)

그림 5. Pixel dimming과 local dimming 비교

그림 7. Black 휘도 측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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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Black 휘도 비교

표 3. Black 휘도와 constancy 비교

Black lum.
(cd/m2)

OLED TV
QD LCD TV
(Edge-lit)

QD LCD TV
(Direct-lit)

Max 0.0005* 0.0645 0.0818

Min 0.0005 0.0013 0.0017

Ave 0.0005 0.0441 0.0511

Constancy
(Max-Min)

0 0.0632 0.0801

*측정장비: CS-2000A

3.3.1. HDR coverage

인간의 눈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매우 넓은 

범위까지 인지할 수 있다. 이를 모사하기 위해서 

SMPTE ST.2084[5]의 HDR 컨텐츠도 0.000001cd/m2 

의 어두운 휘도 신호부터 10000cd/m2 의 매우 밝은 

휘도 신호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HDR 디

스플레이의 dynamic range가 HDR 컨텐츠 dynamic 

range의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항목을 제안하고 이 측정식을 HDR coverage라

고 명명했다.

이 측정식에 적용하는 peak 휘도값과 black 휘도값

은 아래 [그림 9]의 패턴을 통해서 결정한다. 즉 7개의 

패턴으로 peak 휘도를 측정한 후 가장 높은 휘도값을 

선택하고, 5개의 black 휘도 패턴 중에서 가장 낮은 휘

도값을 선택한다. 이들 값과 컨텐츠의 peak 휘도값, 

black 휘도값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HDR coverage 값

을 계산한다.

계산 결과 [표 4]와 같은 값을 얻었다. OLED TV가 

QD-LCD TV 대비 높은 HDR Coverage값을 보여주

어 HDR 컨텐츠 표현을 위해 유리한 기본적 특성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max  log  log
logmax  logmin

×

Lwr, Lkr are reference(Lkr = 0.000001cd/m2, 

Lwr = 10,000cd/m2 SMPTE ST.2084) value

표 4. HDR coverage 비교

OLED TV
QD LCD TV
(Edge-lit)

QD LCD TV
(Direct-lit)

HDR Coverage(%) >75* 60 60

*측정 장비: PR-740

3.3.2. Peak luminance and constancy

이상적인 HDR TV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SDR 

TV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반짝거리는 peak highlight

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peak highlight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HDR TV의 peak 휘

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peak highlight는 다양한 크

기로 실영상에서 출현한다. 실제로 SDR 및 HDR 컨텐

츠에서 이러한 peak highlight가 어떠한 크기로 분포

그림 9. HDR Coverage 측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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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ak size 0.06% (b) peak size 1%

그림 10. 실영상에서의 peak highlight (예)

그림 11. Peak highlight의 크기 분포

하는지 알기 위해서 컨텐츠의 peak highlight만 검출

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6] 분석 결과 [그림 11]에서 

보듯이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peak highlight의 크기

는 면적비 0.01% 정도며, peak highlight의 누적 90%

는 면적비 0.2%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는 매

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HDR 디스플레이는 약 

0.2% 크기 이내 정도의 작은 peak highlight들을 잘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peak 휘도 패턴들을 제안했다. 패턴은 면적비 0.01%, 

0.1%, 1%, 10%, 20%, 30%, 40%, 100% 의 다양한 

크기의 white box로 구성되어있어서 peak highlight 

크기에 따른 디스플레이의 peak 휘도 특성을 잘 보여

줄 수 있다.

측정 결과는 [그림 13]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QD-LCD TV는 1% 이상의 peak highlight에서 OLED 

TV보다 높은 휘도값을 보인 반면 OLED TV는 10% 이

내에서 거의 일정한 peak 휘도값을 나타냈다. OLED 

TV의 높은 contrast 특성 때문에 LCD의 peak 휘도 

1000cd/m2가 OLED TV의 peak 휘도값 540cd/m2에 

상응하는 것을 감안하면, OLED TV는 높은 peak 휘도

를 10%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0.01%에서도 일정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QD-LCD TV는 오

직 1% ~ 10% 구간만 1000 cd/m2 peak 휘도를 구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도 밝혔듯이 HDR

은 0.2% 이내의 peak highlight 크기에서 peak 휘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peak highlight 표현에 있어서 OLED 

TV가 매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측정 패턴 내의 white box 주변 gray 

level을 변화시키면서 peak 휘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래

프로 정리했다 (그림 14).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OLED TV는 QD-LCD TV 대비 주변의 신호에 무관하

게 최대 peak 휘도를 구현하는 반면 QD-LCD TV는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 최대 peak 휘도가 구현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다양한 신호가 인가

되는 실영상에서는 OLED TV의 peak 휘도가 일정하고 

밝게 보이는 장점이 있다.

그림 13. Peak 휘도 비교

그림 12. Peak 휘도 측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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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eak 휘도 비교

Window size(%) OLED TV
QD LCD TV
(Edge-lit)

QD LCD TV
(Direct-lit)

0.01 526 123 49

0.1 544 587 470

1 549 1288 1444

10 548 1263 1523

3.3.3. Local contrast

기존에 주로 측정해 오던 sequential contrast 측정

법은 디스플레이의 black 휘도값과 peak 휘도값을 서

로 다른 패턴으로 측정한 후 그 값의 비를 통해 

contrast ratio를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값으로 실영상에

서 자주 접하는 local contrast 특성을 대변하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실영상에서는 보통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동시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림 15. Local contrast가 중요한 영상 (예)

그림 16. Local contrast 측정 패턴

Local contrast = ∑


Lc : luminance of center

Li : the black surround at the eight points

표 6. Local contrast 비교

OLED TV
QD LCD TV
(Edge-lit)

QD LCD TV
(Direct-lit)

White lum. 544 1280 1420

Ave. Black lum. 0.0005 0.0936 0.0729

Local contrast 1088K:1 13.6k:1 19.5K:1

HDR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인 local contrast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 15]와 같은 패턴[7]을 활용하여 

측정법을 제안했다. 측정 결과 OLED TV가 QD-LCD 

TV 대비 50배 이상의 큰 local contrast 값을 보여주었

다(표 6).

3.4. Viewing angle

자발광 디스플레이와 비자발광 디스플레이의 또 하나

의 큰 차이점은 시야각 화질에서 알 수 있다. OLED 

TV는 OLED 소자에서 발광된 빛이 확산되어 전체 방향

으로 비교적 일정한 광학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QD-LCD TV는 기본적으로 LCD 패널을 사용

하므로 OLED TV와는 다른 시야각 특성을 보인다. 

QD-LCD TV는 백라이트에서 발광된 확산광이 편광판

을 통과하며 편광이 되고 이 편광이 광학적으로 이방성

을 지닌 액정측을 지나면서 위상 지연을 느끼게 된다. 

이때 이 위상지연값은 편광의 입사 방향에 따라 의존성

이 존재하므로 다른 입사 방향이 결국 다른 화질 특성

으로 귀결된다. 즉 color, gamma, 휘도, black 특성 

그림 14. 주변 gray level에 따른 peak 휘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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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LED TV (b) QD-LCD TV

그림 17. 시야각 비교

표 7. GSR 비교

OLED TV
QD LCD TV
(Edge-lit)

QD LCD TV
(Direct-lit)

Gamma Shift Ratio
(0 deg. Vs. 45 

deg., %)
1.0 19.6 23.0

등이 시야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Color shift의 경우(∆u’v’ < 0.02) OLED TV는 좌

우로 120o, QD-LCD TV는 92o이며, 정면 휘도 대비 

반으로 감소되는 각도는 OLED TV의 경우 좌우 132o, 

QD-LCD TV의 경우 62o이다. 또한, 시야각에서 

gamma curve가 유지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gamma 

shift ratio(GSR)의 경우 OLED TV는 45o에서 정면 대

비 1% shift하는 반면 QD-LCD TV는 20% 정도로 증

가한다(표 7). 이러한 수치 차이는 [그림 18]과 같은 

color distortion을 유발한다.

다음으로 앞 절에서 살펴봤던 Black 특성, HDR 특

성을 45o 시야각에서 비교해 봤다. OLED TV는 시야각

에서 정면과 동일한 black 휘도값이 측정된 반면 

QD-LCD TV는 edge-lit, direct-lit 각각 4배, 6배 증

가했다. Peak 휘도값은 OLED TV가 정면 대비 시야각

에서 94% 유지되지만 QD-LCD TV는 50% 이하로 감

소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외에 HDR coverage와 local 

contrast 특성도 OLED TV는 정면 대비 상대적으로 

유지되지만 QD-LCD TV는 시야각에서 열화되었다. 이

러한 특성들을 종합해 볼 때 OLED TV는 대체적으로 

정면에서의 화질 특성을 시야각에서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요약

최근 출시된 high-end급의 UHD TV인 OLED TV

와 QD-LCD TV를 화질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결과적

그림 18. GSR에 따른 시야각에서의 화질 비교

표 8. 정면 대비 45o 시야각의 화질 변화 비교

Picture quality attributes
OLED TV QD LCD TV(Edge-lit) QD LCD TV(Direct-lit)

0o 45o 0o 45o 0o 45o

Black & HDR

Black Luminance (cd/m2) 0.0005 0.0005 0.0013 0.0083 0.0017 0.0074

Peak Luminance (cd/m2@10%) 548 94% 516 1263 34% 430 1523 49% 749

HDR Coverage (%) 75 100% 75 60 78% 47 60 83% 50

Local Contrast 1.1M 91% 1.0M 13K 7.7% 1K 19K 11%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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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OLED TV는 color, black, HDR, viewing 

angle 특성에서 모두 우월한 화질을 보여줬다. 이는 자

발광 디스플레이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QD-LCD TV 또한 각 화질 특성들에서 기

존 LCD TV 대비 많은 진보를 보였지만 비자발광 디스

플레이가 가진 한계로 인해 OLED TV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한 화질 특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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