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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 영상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4:3 화면에 16:9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레터 박스 
필터링할 때, 즉, 다운 샘플링 하기 위해 필터계수를 픽셀 값에 곱하는 과정 및 다운 샘플링 덧셈시 발생
하는 라운드-오프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라운드-오프 에러를 예상하여 적은 회로만을 추가함으로써 보정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의 왜곡없이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레터 박스 필터링 회로 및 방법이다.

대표도

도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레터 박스 필터링의 개념도.

도 2 는 종래 기술의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구하기 위한 회로도.

도 3 은 종래 기술의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와 그 픽셀과 세로로 인접한 픽셀의 0.25의 필
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더하는 레터 박스 필터링 회로도.

도 4 는 종래 기술의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와 그 픽셀과 세로로 인접한 픽셀의 0.5의 필터
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더하는 레터 박스 필터링 회로도.

도 5 는 본 발명의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구하기 위한 회로도.

도 6 은 본 발명의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와 그 픽셀과 세로로 인접한 픽셀의 0.25의 필터
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더하는 레터 박스 필터링 회로도.

도 7 은 본 발명의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와 그 픽셀과 세로로 인접한 픽셀의 0.5의 필터계
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더하는 레터 박스 필터링 회로도.

*도면의중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A,B : 8 비트 픽셀 데이타

OP51,OP52,OP61,OP71,OP72 : 오퍼랜드

SUM : 덧셈기

INV61,INV62 : 인버터

AND61,AND62,AND63,AND71 : 앤드게이트

OR61 : 오아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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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지탈 영상 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4:3 화면비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16:9 화면비를 갖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레터-박스 필터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NTSC 720*480 화면을 720*360 화
면으로(PAL의 경우는 720*576을 720*432로) 다운 샘플링하는 것으로, 0.25, 0.5, 0.75 등의 필터계수를 
픽셀 값에 곱하는 과정 및 다운 샘플링 덧셈시 발생하는 라운드-에러를 매우 적은 회로의 추가만으로 라
운드-오프 에러를 예상하여 그 크기를 최소화하기에 적당하도록한 레터-박스 필터링 방법 및 회로에 관한 
것이다.

레터-박스 필터 회로에서 사용되는 필터계수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그 하드웨어 
구현의 용이함 때문에 도 1 에 도시된 레터-박스 필터링의 개념도와 같이 0.25, 0.5, 0.75 등을 필터 계
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0.5를 픽셀값에 곱할 때는 1 비트 오른쪽으로 쉬프트, 0.25는 2 비트 오른쪽으로 
쉬프트, 그리고 0.75는 앞의 두 결과를 더함으로써 얻어지게 된다. 즉, 0.75A = 0.5A + 0.25A이다. 여기
서, A,B,C,D는 필터링 하기전의 픽셀이며, α,β,γ는 필터링을 행한 후의 픽셀이다.

종래 기술의 레터-박스 필터 회로 중에서 A가 8 비트 픽셀 데이타라고 할때, 도 2 는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75A)를 구하기 위한 회로도로서, 입력된 픽셀 데이타를 1 비트 오른쪽으로 쉬프트해
서  0.5A의  오퍼랜드(OP21)와,  입력된  픽셀  데이타를  2  비트  오른쪽으로  쉬프트해서  0.25의 오퍼랜드
(OP22)를 작성한 후에 이 두 오퍼랜드(OP21),(OP22)를 더하여 0.75A의 오퍼랜드를 만든다. 

즉, 필터링 데이타는 0.25, 0.5의 경우 오른쪽으로의 쉬프트에 의해 필터링 데이타가 구해지고, 0.75의 
경우는 이들의 합에 의해 구해진다. 

그후에, 세로방향으로 인접한 두 데이타 끼리 더함으로써 다운 샘플링 데이타는 구해진다.

[표 1]

0.25A의 라운드-오프

A[1:0] 오차값

0 0 0

0 1 -0.25

1 0 -0.5

1 1 -0.75

[표 2]

0.5A의 라운드-오프

A[0] 오차값

0 0

1 -0.5

[표 3]

0.75A의 라운드-오프

A[1:0] 오차값

0 0 0

0 1 -0.75

1 0 -0.5

1 1 -1.25

[표 4]

A[1:0] = 002

B[1:0] 0.75A+0.25B의 오차값

0 0 0

0 1 -0.25

1 0 -0.5

1 1 -0.75 *

[표 5]

A[1:0] = 012

B[1:0] 0.75A+0.25B의 오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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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75 (+0.25)

0 1 -1.0 (0)

1 0 -1.25 (-0.25)

1 1 -1.5 (-0.5) *

[표 6]

A[1:0] = 102

B[1:0] 0.75A+0.25B의 오차값

0 0 0

0 1 -0.75 *

1 0 -0.5 *

1 1 -1.25 *

[표 7]

A[1:0] = 112

B[1:0] 0.75A+0.25B의 오차값

0 0 -1.25 (-0.25)

0 1 -1.5 (-0.5)

1 0 -1.75 (-0.75) *

1 1 -2.0 (-1.0) *

상기 표에서, A[7:0], B[7:0] 은 세로 방향으로 인접한 두 픽셀 데이타이다. 또한, 상기 표 6, 표 7에서 
괄호( )안의 값은 0.75A 값이 오차보정되었을 경우의 오차값을 나타낸 것이며, '*' 는 덧셈시 라운딩에 
의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를 표시한 기호이다.

[표 8]

B[0] = 02

C[0] 0.5B+0.5C의 오차값

0 0

1 0.5

[표 9]

B[0] = 12

C[0] 0.5B+0.5C의 오차값

0 -0,5

1 -1 *

상기 표에서, B[0], C[0] 은 세로 방향으로 인접한 두 픽셀 데이터의 최하위비트이다. 또한, 표 9에서 
'*' 는 덧셈시 라운딩에 의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를 표시한 기호이다.

0.5 혹은 0.25를 곱하기 위한 오른쪽으로의 쉬프트 연산은 최하위 비트(LSB)의 1 비트 혹은 2 비트를 버
리게 되므로, 그 버린 비트의 값이 1 일때, 0.75를 곱한 값에서는 최악의 경우, 1.25의 오차까지도 발생
하게 된다(표 1, 표 2, 표 3 참조).

또한, 상기 한 쉬프트에 의해 발생한 에러는 필터링을 위한 덧셈을 할 때, 누적되게 되므로, 0.75A  + 
0.25B 의 연산시, 최악의 경우 2 만큼의 오차까지도 발생하게 되고(표 7 참조), 0.5B + 0.5C 의 연산시에
는 최악의 경우 1 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0.25C + 0.75D 의 연산시에는 0.75A + 0.25B 연산
의 경우와 같다. 여기서, 상기 A,B,C,D는 세로 방향으로 인접한 8 비트 픽셀 데이타라 가정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운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0.25, 0.5, 0.75 등의 필터계수를 픽셀 값에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오프 에러를 예상하여 적은 회로만을 추가하여 보전함으로써 라운드-오프 에러
의 크기를 줄이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레터 박스 필터 회로는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필터계수를 픽
셀 데이타에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픽셀 데이타를 오른쪽으로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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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할 때, 버려지는 데이타값을 조합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덧셈기의 캐리인 단자에 연결하는 전처
리과정 보정회로와, 필터링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오른쪽으
로 쉬프트되어 버려지는 데이타값을 조합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덧셈기의 캐리인 단자에 연결하는 필
터링 보정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레터 박스 필터링 방법은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필터계수를 
픽셀 데이타에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픽셀 데이타를 오른쪽으로 
쉬프트할 때, 버려지는 데이타값을 조합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보상해 주는 전처리 보정 단계와, 다
운 샘플링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픽셀 데이타가 오른쪽으로 
쉬프트되어 버려지는 데이타값을 조합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보상해 주는 필터링 보정 단계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레터 박스 필터 회로는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0.75A를 구하는 전처리 보정 회로와, 
도 6 과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 α 및 β를 구하는 필터링 보정 회로로 구성된다.

상기 전처리 보정 회로는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필터계수를 픽셀 데이타에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
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픽셀 데이타를 오른쪽으로 쉬프트 할 때, 버려지는 최하위 비트(A0)를 
조합하여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연결하여 구성된다.

상기 필터링 보정 회로는 필터링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0.75
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75A)와 0.2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25B)를 더하는 연산과
정에서의 제 1 필터링 보정회로(도 6)와,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5B)와 그 픽셀 데이타
(0.5B)와 세로방향으로 인접한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5C)를 더하는 연산과정에서의 제 2 
필터링 보정회로(도 7)로 구성되는데, 상기 제 1 필터링 보정회로는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
(0.75A)의 최하위 비트(A0)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61)와, 상기 최하위 비트(A0) 및 그 다음 최하위 비
트(A1)가 입력되는 앤드게이트(AND61)와, 상기 픽셀 데이타(A)와 인접한 0.2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
이타(0.25B)의  최하위 2  비트(B0,B1)가  입력되는 앤드게이트(AND62)와,  상기  픽셀 데이타(A)와  인접한 
0.2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25B)의 최하위 비트(B0)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62)와, 상기 픽
셀 데이타(A)의 최하위 2 비트(A0,A1), 상기 인버터(INV62)의 출력 및 상기 픽셀 데이타(A)와 인접한 픽
셀 데이타(B)의  최하위 비트의 다음 하위 비트(B1)가  입력되는 앤드게이트(AND63)와,  상기 앤드게이트
(AND61,AND62,AND63)의 출력이 입력되어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출력이 연결된 오아게이
트(OR61)로 구성되고, 상기 제 2 필터링 보정회로는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5B)의 최하위 
비트(B0) 및 그 픽셀 데이타(B)와 인접한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5C)의 최하위 비트(C0)가 
입력되어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출력이 연결된 앤드게이트(AND71)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레터 박스 필터 회로에 의한 레터 박스 필터링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
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전처리과정 회로는 8 비트 픽셀 데이타(A)가 오른쪽으로 한 번 쉬프트되어 0.5의 필터계수를 
갖는 픽셀 데이타(0.5A)를 생성하는데 이때, 최하위 비트(A0)는 버려진다. 이 과정에서 구해진 픽셀 데이
타(0.5A)는 최상위 비트가 0인 오퍼랜드(OP51)를 구성하게 된다.

상기 8 비트 픽셀 데이타(A)가 오른쪽으로 두 번 쉬프트되어 0.25의 필터계수를 갖는 픽셀 데이타(0,25
A)를 생성하는 데 이때, 최하위 비트(A0)와 그 다음 하위 비트(A1)가 버려진다. 이 과정에서 구해진 픽셀 
데이타(0.25A)는 최상위 비트와 그 다음 상위 비트가 0인 오퍼랜드(OP52)를 구성하게 된다.

상기 두 오퍼랜드(OP51),(OP52)인 각각의 픽셀 데이타(0.5A),(0.25A)는 덧셈기(SUM)에 의해 더하여지게 
되는데 이때, 상기 0.25의 필터계수를 갖는 픽셀 데이타(0.25A)를 구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최하위 비트
(A0)가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입력되어 에러를 보정하게 된다(S1).

즉, 0.75의 필터계수로 필터링된 픽셀 데이타(0.75A)를 구하기 위해 0.5A + 0.25A 연산 수행시 A[1:0]의 
비트-패턴에 의해 보정여부를 결정, 그 보정을 덧셈 연산에 반영한다. 즉, A[1:0] = 012 (이때, 오차는 

-0.75) 혹은 A[1:0] = 112 (이때, 오차는 -1.25) 일 때, +1을 보상함으로써, 그 오차를 각각 +0.25, -0.25

가 되도록 보정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처리 방법(S1)에 의해 구해진 0.75의 필터계수를 갖는 픽셀 데이타(0.75A)와 0.25의 필터계
수를 갖는 인접한 픽셀 데이타(0.25A)를 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은 상기 표 4 내
지 표 7 에서 보여진 오차값에 대해 보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 픽셀 데이타(A,B)들에서 버려지는 최
하위 비트(A0,B0)와 그 다음 하위 비트(A1,B1)를 조합하여 덧셈기에 캐리인시켜 오차값을 보정하게 된다
(S2).

같은 방법으로 0.5의 필터계수를 갖는 픽셀 데이타(0.5A)와 0.5의 필터계수를 갖는 인접한 픽셀 데이타
(0.5B)를 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기 표 8 과 표 9 에 보여진 오차값에 대해 보정하는 경우에 픽셀 
데이타들(B,C)에서 캐리아웃된 최하위 비트(B0,C0)를 조합하여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입력시켜 오차값을 보정하게 된다(S3).

따라서, 레터 박스 필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0.5를 초과하는 오차에 대해 그 값을 0.5 이하로 보정할 수 
있도록, 입력된 두 데이타가 더해질 때, 그 반올림 필요성을 예측, 그 결과를 덧셈에 반영하여 0.5 이하
의 오차를 갖는 덧셈 결과가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디지탈 영상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4:3 화면에 16:9의 화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레터 박스 필터링할 때 즉, 필터링 하기 위해 필터계수를 픽셀 값에 곱하는 과정 및 다운 샘플링 덧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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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라운드-에러를 줄이기 위해 라운드-오프 에러를 예상하여 적은 회로만을 추가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의 왜곡없이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필터계수를 픽셀 데이타에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픽셀 데이타를 오른쪽으로 쉬프트 할 때, 버려지는 최하위 비트를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연결하는 전처리과정 보정회로와, 필터링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
하기 위해,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75A)와 그 픽셀(A)과 세로방향으로 인접한 0.25의 필
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25B)를 더하는 연산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시프트되어 버려지는 하위비트의 
데이터값을 조합하여 덧셈기의 캐리인단자에 연결하는 제 1 필터링 보정회로와,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5B)와 그 픽셀 데이타(B)와 인접한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5C)를 더하는 연
산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되어 버려지는 하위비트의 데이타값을 조합하여 덧셈기의 캐리인 단자에 연
결하는 제2필터링 보정회로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터 박스 필터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필터링 보정회로는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75A)의 최하위 
비트(A0)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61)와, 상기 최하위 비트(A0) 및 그 다음 최하위 비트(A1)가 입력되는 
앤드게이트(AND61)와, 상기 픽셀 데이타(A)와 세로 방향으로 인접한 0.2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
(0.25B)의 최하위 2 비트(B0,B1)가 입력되는 앤드게이트(AND62)와, 상기 픽셀 데이타(A)와 인접한 0.2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25B)의 최하위 비트(B0)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62)와, 상기 픽셀 데이
타(A)의 최하위 2 비트(A0,A1), 상기 인버터(INV62)의 출력 및 상기 픽셀 데이타(A)와 인접한 픽셀 데이
타(B)의  최하위  비트(B0)의  다음  하위  비트(B1)가  입력되는  앤드게이트(AND63)와,  상기 앤드게이트들
(AND61,AND62,AND63)의 출력이 입력되어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출력이 연결된 오아게이
트(OR61)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터 박스 필터 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필터링 보정회로는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0.5B)의 최하위 비
트(B0) 및 그 픽셀 데이타(B)와 인접한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C)의 최하위 비트(C0)가 입력
되어 덧셈기(SUM)의 캐리인 단자(Carry In)에 출력이 연결된 앤드게이트(AND71)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터 박스 필터 회로.

청구항 4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필터계수를 픽셀 데이타에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픽셀 데이타를 오른쪽으로 쉬프트 할 때, 버려지는 최하위 비트를 참조하여 필터링 덧셈시 보상해 
주는 전처리 보정 단계와, 필터링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오프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 
0.7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터와 0.2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더하는 연산과정에서 픽셀
데이타가 오른쪽으로 시프트되어 버려지는 하위비트의 데이터값을 조합하여 보상해주는 제 1 필터링 보정 
단계와,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와 그 픽셀 데이타와 세로방향으로 인접한 0.5의 필터계수를 
곱한 픽셀 데이타를 더하는 연산과정에서 픽셀 데이타가 오른쪽으로 쉬프트되어 버려지는 하위비트의 데
이타값을 조합하여 보상해 주는 제2필터링 보정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터 박스 필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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