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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TV와 다른 RGB 포맷의 영상을 디스플레이시키는 

TV, PC 등에 연결하여 영상신호를 DTV(Digital TV)용 영상신호(YPbPr)로 변환하며, 수신되는 영상신호에서 발생

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보정하여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RGB 영상데이터를 디지털 TV 형식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상기 디지털 TV형식의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

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하나의 영상신호로 재배열하는 영상수신 및 변환부, 영상수신 및 변환부로부터 

상기 영상신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보정하기 위한 영상신호를 제공하는 저장 및 영상제공부 및 저장 및 영

상제공부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그 수신된 영상신호에 포함된 원본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

보비트를 재 생성한 후 영상수신 및 변화부에서 생성시킨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각각 연산하는 것에 의해 오

류를 검출하여 보정하고, 디지털 TV용 화면비율로 보간하여 출력하는 오류보정 및 출력부를 통해 디지털 TV에 적합

한 영상으로 보정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디지털 영상신호변환,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 패리티비트생성기, 오류정보비트, 패리티 값.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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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32비트의 영상신호를 테이블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패리티비트를 계산하는 것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오류정보 비트를 계산하는 것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오류를 검출한 결과값을 테이블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방법의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0 : 영상수신 및 변환부 22 :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모듈기

24 : 디지털 영상신호변환기 26 : 그래픽 어드레스 생성기

28, 62 : FIFO모듈 40 : 저장 및 영상제공부

60 : 오류보정 및 출력부 64 : 패리티비트 생성기

66 : 오류비트검출 보정모듈기 72 : 보간처리모듈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TV와 다른 RGB 포맷의 영상을 디스플레이시키는 

TV, PC 등에 연결하여 영상신호를 DTV(Digital TV)용 영상신호(YPbPr)로 변환하며, 수신되는 영상신호에서 발생

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보정하여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TV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일반적인 홈 오토메이션과 홈 씨어터 등은 서비스가 독립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다른 디스플레이 기기와의 호

환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고속인터넷망의 보급이 증가하여 다른 디스플레이

기기도 인터넷 서비스와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보편화 되고있다. 그러므로 디지탈TV, 인터넷, 홈 네트워크, 오토메이

션기능이 통합된 홈서버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디지탈TV신호와 일반 그래픽신호의 통합이 필요하다. 영상데이터는 

고속이며 시분할적으로 입출력되므로 에러검출 시 재전송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수신 또는 송신되는 영상신호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패리티 체크(parity ckeck)라 한다. 패리티 체크는 영상신호의 저장과 전송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패리티 비트를 이용하여 오류를 체크하고 보정하는 것이다.

선행특허 등록번호 특 10-0196927호 '디지털영상신호 기록/재생장치의 오류정정방법' 은 PO 코드워드에 대하여 오

류정정동작을 먼저 수행한 후, PI 코드워드 에 대하여 오류정정동작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시간 내에 보다 

많은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ECC블럭 데이터를 오류정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시간 내에 보다 많은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음으로 해서, 데이터의 처리속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선행특허는 신호변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특허 등록번호 특 10-0262102호 '데이터 수신장치'는 데이터가 복조기에 연속 접속되어 있는 이진 출력신호에 

의해 표시되고, 각 데이터는 정보어와 테스트어로 이루어지며 전파를 통해 특히 다른 정보와 함께 전송되는 데이터의

수신을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신뢰성어로부터 형성된 적어도 두 신드롬의 조합이 패리티 테스트 매트릭스의 한

행값을 가질 때 오류보정이 수행되지 아니한다. 선행특허는 전파를 통해 특히 다른 정보와 함께 전송되는 데이터의 

수신을 위한 장치에 관한 적으로서, 신뢰성어로부터 형성된 적어도 두 신드롬의 조합이 패리티 테스트 매트릭스의 한

행값을 가질 때 오류보정이 수행되지 아니한다.

선행특허 등록번호 특 10-0283145호 '디지털 기록 및 재생장치의 오류 수정방법'은 재생시 더미데이터를 제거하지 

않고 오류수정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 및 재생장치의 오류수정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선행특허는 신호변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영상 신호의 통합을 위하여 일반 TV나 PC 등

에서 사용되는 RGB 그래픽신호를 디지털TV에 적합한 영상신호인 YPbPr로 변환하고 오류를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

는 것으로, 그래픽 모듈로부터 24비트의 RGB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면, YPbPr형식으로 변환하고, 24비트의 영상데이

터와 5비트의 패리티비트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로 재배열하는 영상수신 및 변환부(20), 변환된 32비트의 영상신호를

저장하고, 오류검출 및 보정시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제공하는 저장 및 영상제공부(40), 수신된 영상신호에 오류가 있

는지를 체크하고 자동으로 오류를 보정하며 디지털 TV의 형식에 맞도록 변환하여 제공하는 오류보정 및 출력부(60)

로 구비되어 디지털 TV에 적합한 영상신호로의 변환과, 변환시에 발생하는 에러의 검출 및 보정을 메모리 여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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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를 가지고 자동오류보정을 행하여 향상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자동오류보정 방법은 잘못된 보정을 막기 위하여 더블에러(double error), 트리플 에러(triple error)

또는 그 이상의 에러를 감지할 수 있으며, 32비트 길이의 메모리에 영상데이터 24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8비트를 사

용하여 오류의 검출 및 보정을 하므로 부가적인 메모리를 요하지 않는 디지털 TV용 영상 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 

및 방법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RGB 영상데이터를 디지털 TV 형식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상기 디

지털 TV형식의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하나의 영상신호로 재배열하는 영상수신 

및 변환부; 상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재배열시킨 영상신호를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환부로부터 수

신하여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고 상기 영상신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보정하기 위한 상기 영상신호를 제공

하는 저장 및 영상제공부; 및 상기 저장 및 영상제공부에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그 수신된 영상신호에 포

함된 원본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재 생성한 후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화부에서 생성시킨 패

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각각 연산하는 것에 의해 오류를 검출하여 보정하여 디지털 TV용 화면비율로 보간하여 

출력하는 오류보정 및 출력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영상수신 및 변환부는 입력되는 RGB 영상데이터를 매트릭스 변환하여 디지털 TV형식에 맞는 YPbP

r 영상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디지털 영상신호 변환기; 디지털 영상신호 변환기로부터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면 영상데

이터를 연산하여 패리티비트를 생성하며, 영상데이터와 패리티비트를 연산하여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하나의 영

상신호로 재배열하는 패리티비트 생성 및 데이터정렬모듈기; 영상신호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생성

하는 그래픽 어드레스 생성기; 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오류보정 및 출력부는 상기 영상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하는 FIFO모듈; FIFO모듈로부

터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그 중에서 영상데이터로부터 다시 소정의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는 패리티비

트 생성기; 패리티비트 생성기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와 영상수신 및 변환부에서 생성한 패리티비

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연산하여 영상신호의 오류를 보정하는 오류비트검출 보정모듈기; 오류비트검출 보정모듈기로

부터 보정된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TV의 화면비율에 맞도록 변환하는 보간처리모듈기; 오류가 보정된 영상신

호를 디지털 TV에 출력하기 위해 자체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디지털 TV 어 드레스 생성기; 디지털 TV에 출력하기 

위한 동기신호를 생성하는 싱크생성기; 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RGB 형식의 영상데이터를 수신하여 매트릭스 변환하여 디지털 TV의 포맷인 YPbPr 형식으로 상기 

영상데이터를 변환하는 1단계;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2단계; 메모리 제

어기를 통하여 저장된 영상신호를 읽어오는 3단계; 영상신호의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다

시 생성하는 4단계; 2단계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4단계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

를 연산하여 패리티 값을 구하여 해당비트의 에러를 정정하는 5단계; 5단계에서 오류가 정정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T

V로 출력하는 6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디지털 TV의 셋탑박스에서 일반 TV의 그래픽 신호를 디지털 TV의 신호로 변환할때, 또는 디지털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터넷 TV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디지털 TV에서 볼 수 있도록 변환할 때, 또

는 RGB 영상포맷을 디스플레이하는 기기 등과 연결하여 디지털 TV의 YPbPr 형식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 영상

신호의 변환과 자동으로 오류를 보정하여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도 1은 디지털 TV용 영상 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의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구성은 그래픽 칩 또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연결되는 그래픽 모 듈로부터 24비트의 RGB 영상데이터를 수

신하여 YPbPr 형식으로 변환하고, 32비트의 영상신호로 재배열하는 영상수신 및 변환부(20), YPbPr 형식으로 변환

된 영상신호를 저장하고, 오류검출 및 보정시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제공하는 저장 및 영상제공부(40), 수신된 영상신

호에 오류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자동으로 오류를 보정하며, 디지털 TV의 화면비율에 맞도록 변환하여 제공하는 오

류보정 및 출력부(60)로 이루어진다.

영상수신 및 변환부(20)는 그래픽칩 또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연결되는 그래픽모듈에서 나오는 24비트의 

디지털 영상데이터(RGB)를 디지털 TV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YPbPr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영상신호변환기(24), Y

PbPr 형식으로 변환된 24비트의 영상데이터로부터 오류감지를 위한 5비트의 패리티비트의 생성 및 보정을 위한 3비

트의 오류정보 비트를 생성하여 재배열하는 패리티 비트 생성 및 데이터 정렬처리 모듈기(22)와, 디지털 그래픽 영상

신호를 메모리모듈에 저장하기 위한 그래픽 어드레스 생성기(26), 변환 및 재배열된 영상신호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 FIFO모듈(28)로 이루어진다.

저장 및 영상제공부(40)는 디지털 그래픽 영상신호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제어기(42), 저장 및 출력 등의 입력되는 

신호 중에서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여 동작시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신호중재기(44), 영상신호를 저장 제공하기 위한 

메모리 뱅크 1, 2(46, 48), 저장된 영상신호를 오류체크 및 자동 보정을 위하여 메모리를 제어하여 영상신호를 읽어오

는 메모리 제어기(50)로 이루어진다.

오류보정 및 출력부(60)는 저장된 영상신호를 읽어오기 위한 FIFO모듈(62), 32비트의 영상신호 중에서 24비트의 원

영상데이터로부터 5비트의 패리티비트와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를 재생성하는 패리티비트 생성기(64), 영상수신 및 

변환부(20)에서 미리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 그리고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 다시 생성한 패리티비

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사용하여 영상신호의 에러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보정하는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66), 에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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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TV 영상으로 출력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DTV 어드레스 생성기(68), 디지털 TV 

영상으로 출력하기 위한 동기신호를 발생하는 DTV 싱크생성기(70), 수신된 영상신호의 비율을 16 : 9로 조정하여 

디지털 TV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하는 보간처리모듈기(72)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TV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영상신호변환기(24)는 일반 TV의 그래픽칩 또는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연결되는 그래픽 모듈에서 나오

는 24비트의 디지털 영상데이터(RGB)가 입력되면 1:1 매트릭스 변환하여 디지털 TV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YPbPr신

호로 변환하며,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처리 모듈기(22)에서는 YPbPr신호로 변환된 24비트의 영상데이터와 

5비트의 패리티비트와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재배열을 한다.

이 때 그래픽 어드레스 생성기(26)는 싱크신호를 받아서 저장을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변환 및 재배열된 32비트의 영상신호는 FIFO 모듈(28)과 메모리제어기(42)를 통하여 32비트의 메모리 뱅크1, 2(46,

48)에 저장된다. 한편, 신호중재기(44)는 입력되는 제어신호에서 하나의 신호를 실행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음에 메모리 뱅크1, 2(46, 48)에 저장된 32비트의 영상신호를 읽어와 오류검출 및 보정을 하는 것으로, 메모리 제

어기(50)와 FIFO모듈(62)을 통하여 저장된 32비트의 영상신호를 읽어온다. 읽어온 32비트의 영상신호 중에서 24비

트의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 5비트의 패리티비트와 3비트의 오류정보 비트를 다시 생성한다.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다시 생성하는 이유는 전송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다시 체크하고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66)에서는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2)에서 생성하여 메모리 뱅크 1, 2(46,4

8)에 저장된 패리티비트, 오류정보비트와,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 다시 생성한 패리티 비트, 오류정보비트를 XO

R 게이트를 통과시켜 오류의 검출 및 보정을 수행한다.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66)에서 보정되어 출력된 영상신호는 보간처리모듈기(72)로 송신되며, 보간처리모듈기(72)

에서는 디지털 TV에 맞는 16 : 9 화면비로 바꾸기 위하여 보간 프로세싱을 하며, DTV 어드레스 생성기(68)는 에러

가 보정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TV 영상으로 출력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DTV 싱크생성기(70)는 디지털 TV 

영상으로 출력하기 위한 동기신호를 발생하여 디지털 TV로 송신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이다.

한편, 도 2는 본 발명의 영상신호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2(a)는 32비트의 영상신호를 구성하는 24비트의 영상데이터인 그래픽 데 이터비트(D0~D23), 5비트의 패리티비

트(P0~P4), 3비트의 오류정보 비트(N0~N3)로 총 32비트이다.

도 2(b)는 32비트의 영상신호가 메모리 뱅크 1, 2(46, 48)에 저장되는 것을 테이블로 보인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패리티비트 생성 및 데이터 정렬모듈기(22)에서 입력되는 24비트의 영상데이터에서 패리티비

트를 생성하는 것은 XOR 게이트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것으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다. 패리티비트는 5비트이며 P0

~P4로 나타내기로 한다.

예로 P0의 패리티비트의 생성은 24비트의 영상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XOR하여 구하는 것으로, P0=XOR(Data0, Dat

a1, Data3, Data4, Data6, Data8, Data10, Data11, Data13, Data15, Data17, Data19, Data21, Data23)을 계산하

여 패리티 비트를 생성한다. 나머지 P1에서 P4를 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P1 = XOR(Data0, Data2, Data3, Data5, Data6, Data9, Data10, Data12, Data13, Data16, Data17, Data20, Data2

1)

P2 = XOR(Data1, Data2, Data3, Data7, Data8, Data9, Data10, Data14, Data15, Data16, Data17, Data22, Data2

3)

P3 = XOR(Data4, Data5, Data6, Data7, Data8, Data9, Data10, Data18, Data19, Data20, Data21, Data22, Data2

3)

P4 = XOR(Data11, Data12, Data13, Data14, Data15, Data16, Data17, Data18, Data19, Data20, Data21, Data22

, Data23)

상술한 바와 같이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2)에서 24비트의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면 XOR 게이트로 P

0, P1, P2, P3, P4를 계산하여 패리티비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2)에서는 다시 24비트의 영상데이터와 5비

트의 패리티비트를 XOR하여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를 계산하는 것으로, N0~N3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N0 = XOR (Data23, Data22, Data21, Data20, Data19, Data18)

N1 = XOR(Data17, Data16, Data15, Data14, Data13, Data12, Data11, Data10, Data9)

N2 = XOR(Data8, Data7, Data6, Data5, Data4, Data3, Data2, Data1, Data0, P4, P3, P2, P1, P0)

영상데이터 24비트와 패리티비트 5비트를 XOR게이트에 통과시켜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를 계산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2)에서는 24비트의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면, 5비

트의 패리티비트를 생성하고, 다시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를 계산하여 메모리뱅크 1, 2(46, 48)에 저장시키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는 메모리 뱅크1, 2(46, 48)에 저장된 32비트의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원

본 영상데이터에 해당하는 24비트로 상술한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2)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

류정보비트를 다시 생성하는 것이다.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는 P0'~P4'로 나타내기로 하며, 

오류정보비트는 N0'~N2'로 나타내기로 한다. 즉,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도 24비트의 원 영상데이터를 사용하여

5비트의 패리티비트 P0'~P4'와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는 N0'~N2'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영상데이터의

송수신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류의 정정 단계로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66)에서는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2)에서 계산한 패리

티비트 P0~P4, 오류정보비트 N0~N2,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 원 영상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계산한 패리티비트

P0'~P4'와 오류정보비트 N0'~N2' 를 XOR하여 패리티 값을 구하여 에러가 발생한 해당비트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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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산방식은 먼저 S0 = XOR(P0, P0'), S1 = XOR(P1, P1'), S2 = XOR(P2, P2'), S3 = XOR(P3, P3'), S4 = XOR(P4, 

P4')를 계산하여 표에 도시된 패리티 값을 구한다.

계산된 패리티 비트의 값으로 오류가 발생한 해당비트를 수정하는 것이다.

다음에 SS0 = XOR(N0, N0'), SS1 = XOR(N1, N1'), SS2 = XOR(N2, N2')를 계산하는 것으로, 더블에러, 트리플 에

러와 그 이상의 에러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더블에러, 트리플에러와 그 이상의 에러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

하는 것으로 잘못된 보정으로 인한 화질의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유는 많은 에러가 발생한 영상데이터를 수정

하지 않는 것이 화질이 오히려 더 좋기 때문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24비트의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로 에러를 감지한 것을 테이블로 도시

한 것이며, 특히 더블, 트리플에러를 발생 한 곳은 보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잘못된 보정으로 인한 화질의 저하를 막는

것이다.

한편,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영상데이터(RGB)를 디지털 YPbPr신호로 변환하고, 영상신호의 오류검출 및 보

정을 하여 화질을 향상시키는 동작 순서도이다.

먼저 디지털 그래픽데이터(RGB)를 수신하면 디지털 영상신호 변환기(24)에서 포맷을 디지털 YPbPr신호로 변환하고

,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2)에서 24비트의 영상데이터로부터 XOR 게이트를 사용하여 5비트의 패리

티비트 P0~P4를 생성하고, 다시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 N0~N2를 계산한다(스텝 S80, S82, S84).

이 때 그래픽어드레스 생성기(26)는 싱크신호를 받아서 저장을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변환 및 재배열된 32비트의 영상신호는 FIFO 모듈(28)과 메모리 제어기(42)를 통하여 32비트의 메모리 뱅크1, 2(46

, 48)에 저장된다(스텝 S86).

다음에 메모리 제어기(50)와 FIFO모듈(62)을 통하여 저장된 32비트의 영상신호를 읽어온다. 그 중에서 24비트의 영

상데이터에 XOR 게이트를 사용하여 다시 5비트의 패리티비트 P0'-P4'를 생성하고,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 N0'~N2'

를 생성한다.

오류의 정정 단계로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66)에서는 패리티비트생성 및 데이터정렬 모듈기(24)에서 계산한 패리

티비트 P0~P4, 오류정보비트 N0~N2와 패리티비트 생성기(64)에서 원 영상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생성한 패리티비

트 P0'~P4'와 오류정보비트 N0'~N2' 를 XOR하여 패리티 값을 구하는 것이다.

먼저 S0 = XOR(P0, P0'), S1 = XOR(P1, P1'), S2 = XOR(P2, P2'), S3 = XOR(P3, P3'), S4 = XOR(P4, P4')를 계산

하여 표에 도시된 패리티 값(parity value)을 구한다.

계산된 패리티 비트의 값으로 오류가 발생한 해당비트를 수정하는 것이다(스텝 S88). 이 때 에러가 많이 발생한 해당

비트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하며, 그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잘못된 보정으로 인한 화질의 저하를 막는 것이

다.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66)에서 수정된 영상신호는 보간처리모듈기(72)로 송신되며, 보간처리모듈기(72)에서는 4 

: 3 화면비율을 디지털 TV용 화면비인 16 : 9로 바꾸기 위하여 보간 프로세싱을 하며, DTV 어드레스 생성기(68)는 

자체적으로 에러가 보정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TV 영상으로 출력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 DTV 싱크생성기(7

0)에서 디지털 TV 영상으로 출력하기 위한 동기신호를 발생하여 디지털 TV로 송신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것

이다(스텝 S90, S92, S94).

본 발명에서 영상데이터는 24비트의 영상을 의미하며, 영상신호는 32비트로 24비트의 영상데이터와 5비트의 패리티

비트와 3비트의 오류정보비트를 포함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디지털 TV의 셋탑박스에서 일반 TV의 그래픽 신호를 디지털 TV의 영상신호로 변환할때, 또

는 디지털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터넷 TV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디지털 TV에서 볼 수 있도

록 변환할 때, 또는 RGB 영상포맷을 가지는 PC, DVD 등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신호변환이 필요한 경우에 영상신

호의 변환과 자동으로 영상신호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영상변환과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영상신호의 자동오류보정 시에는 더블에러, 트리플에

러, 또는 그 이상의 에러를 감지하며, 해당비트에서 많은 에러가 동시에 발생시에는 보정을 하지않고 출력하도록 하여

잘못된 보정으로 인한 화질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RGB 영상데이터를 디지털 TV 형식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상기 디지털 TV형식의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

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하나의 영상신호로 재배열하는 영상수신 및 변환부;

상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재배열시킨 영상신호를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환부로부터 수신하여 메모

리 뱅크에 저장하고 상기 영상신호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고 보정하기 위한 상기 영상신호를 제공하는 저장 및 

영상제공부; 및

상기 저장 및 영상제공부에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그 수신된 영상신호에 포함된 원본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재 생성한 후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화부에서 생성시킨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각

각 연산하는 것에 의해 오류를 검출하여 보정하고, 디지털 TV용 화면비율로 보간하여 출력하는 오류보정 및 출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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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환부는

입력되는 RGB 영상데이터를 매트릭스 변환하여 디지털 TV형식에 맞는 YPbPr 영상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디지털 영

상신호 변환기;

상기 디지털 영상신호 변환기로부터 상기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면 상기 영상데이터를 연산하여 패리티비트를 생성하

며, 상기 영상데이터와 상기 패리티비트를 연산하여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여 하나의 영상신호로 재배열하는 패리티

비트 생성 및 데이터정렬모듈기;

상기 영상신호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그래픽 어드레스 생성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및 영상제공부는,

상기 영상신호를 저장 및 츨력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기;

상기 영상신호를 저장하고 입력되는 신호에 따라 상기 영상신호를 제공하는 메모리 뱅크;

제어신호를 수신하면 다수의 신호중에서 하나의 신호를 선택하여 동작시키는 신호중재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보정 및 출력부는,

상기 영상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하는 FIFO모듈;

상기 FIFO모듈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그 중에서 상기 영상데이터로부터 다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는 패리티비트 생성기;

상기 패리티비트 생성기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와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환부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

와 오류정보비트를 연산하여 상기 영상신호의 오류를 보정하는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

상기 오류비트검출 보정모듈기로부터 보정된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TV의 화면비율에 맞도록 변환하는 보간처

리모듈기;

오류가 보정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TV에 출력하기 위해 자체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디지털 TV 어드레스 생성기;

상기 디지털 TV에 출력하기 위한 동기신호를 생성하는 싱크생성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티브이

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비트검출보정모듈기는,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환부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상기 패리티비트 생성기에서 생성한 상기 패리티비트'를 연산하여

패리티 값을 구하여, 상기 패리티 값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영상데이터의 해당비트를 수정하며;

상기 영상수신 및 변환부에서 생성한 오류정보비트와 상기 패리티비트 생성기에서 생성한 오류정보비트'를 연산하여

많은 에러가 발생한 해당비트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장치.

청구항 6.
RGB 형식의 영상데이터를 수신하여 매트릭스 변환하여 디지털 TV의 포맷인 YPbPr 형식으로 상기 영상데이터를 변

환하는 1단계;

상기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2단계;

메모리 제어기를 통하여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읽어오는 3단계;

상기 영상신호의 상기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다시 생성하는 4단계;

상기 2단계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상기 4단계에서 생성한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연산하

여 패리티 값을 구하여 해당비트의 에러를 정정하는 5단계;

상기 5단계에서 오류가 정정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TV로 출력하는 6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티

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2단계는,

상기 영상데이터를 연산하여 패리티비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영상데이터와 상기 패리티비트를 다시 연산하여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영상데이터, 패리티비트, 상기 오류정보비트를 메모리 제어기를 통하여 메모리 뱅크에 저장시키는 단계; 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신호의 상기 영상데이터로부터 패리티비트'와 오류정보비트'를 다시 생성하는 4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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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데이터를 연산하여 패리티비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영상데이터와 상기 패리티비트'를 다시 연산하여 오류정보비트'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지털 티브이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가 정정된 영상신호를 디지털 TV로 출력하는 6단계는,

상기 영상신호를 디지털 TV용 화면비율로 보간하는 단계:

디지털 TV에 출력하기 위한 어드레스와 싱크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티브이

용 영상변환과 오류자동보정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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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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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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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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