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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보간 오류를 억제한 프레임 보간을 위한 보간화상 작성방법을 제공한다. 제1프레임을 복수의 제1블록으로 분할

하고,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 각각과의 상관이 높은 제2블록을 탐색해서 상기 제1, 제2블록 사이의 제1동작 벡

터를 구하고, 상기 제1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문

턱값 미만의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의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

출하고, 상기 제2프레임 상에서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영역으로부터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상관

이 높은 제3서브블록을 탐색해서 상기 제2, 제3서브블록 사이의 제2동작 벡터를 구하며, 상기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의

사이에 보간되는 제3프레임에 상기 제1, 제2동작 벡터를 이용해서 상기 제1, 제2서브블록을 복사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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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서의 보간 프레임의 할당을 표시하는 도면,

도 2는 동 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3은 동 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4는 동 실시형태에서의 1회째의 블록 탐색을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동 실시형태에서 추출된 제1, 제2블록 및 제1, 제2영역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동실시형태에서의 화소의 예와 제1동작 벡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동 실시형태에서의 제2동작 벡터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동 실시형태에서 각 블록의 화소 데이터와 제4서브블록의 후보로 되는 화상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화상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던 화소에 대해서 인접 화소로부터 화상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1은 동 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2는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서 보간 대상 블록의 탐색 및 추출된 각 블록을 나타낸 도면,

도 13은 동 실시형태에서 보간 대상 블록의 탐색 및 추출된 각 블록을 나타낸 도면,

도 14는 동 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5는 동 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16은 동 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7은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따른 화상 표시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8은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19는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20은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개략도,

도 21은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개략도이다.

(참조부호의 설명)

1 - 제m프레임, 2 - 제m+n프레임,

3 - 제m+k프레임, 11 - 제1블록,

12 - 제2블록, 13 - 제2서브블록,

14 - 제1서브블록, 15 - 제3서브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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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4서브블록의 후보, 21 - 제1영역,

22 - 제2영역, MV1 - 제1동작 벡터,

MV2 - 제2동작 벡터, MV3 - 제3동작 벡터,

MV4 - 제4동작 벡터, 51 - 보간 대상 블록,

52 - 보간 대상 서브블록, MV11 - 제1동작 벡터,

MV12 - 제2동작 벡터, MV13 - 제3동작 벡터,

MV14 - 제4동작 벡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컨대 홀드형 표시장치에 기인하는 번짐이나 코마 회수가 작은 동화상에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개선하는

프레임 보간을 위한 보간화상 작성방법과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화상 표시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상 표시장치로서는 화상의 기입 후, 형광체의 잔광시간만 발광이 계속되는 인펄스형 디스플레이[예컨대,

CRT나 필드에미션형 표시장치(FET)]와 새롭게 영상의 기입이 행해질 때까지 전프레임의 표시를 계속 유지하는 홀드형

표시장치[예컨대, 액정표시장치(LCD), 일렉트로루미너슨스디스플레이(ELD) 등]의 2종류가 있다.

홀드형 표시장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동화 표시에 발생하는 번짐현상이다. 번짐현상의 발생은 복수 프레임에 걸친 화상 중

에 이동체가 존재하고, 그 이동체의 움직임에 관찰자의 눈이 추적한 경우, 복수 프레임의 화상이 겹쳐서 망막 상에 비춰 나

오는 것에 기인한다. 표시화상이 전프레임으로부터 다음의 프레임으로 절환하는 기간 까지는 동일한 전프레임의 화상이

계속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눈은 다음 프레임의 화상의 표시를 예측해서 전프레임 화상 상을 이동체의 이동방향으로 이동

하면서 관찰해버린다. 즉, 눈의 추적운동은 연속성이 있어 프레임 간격 보다 미세한 샘플링을 행하기 때문에, 결과로서 인

접하는 2개의 프레임 사이의 화상을 매립하도록 시인하는 것으로 번짐로서 관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시의 프레임 간격을 짧게 하면 좋다. 이에 의해, 표시 프레임의 수가 적은 동화상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개선할 수도 있다. 그 구체적인 수법으로서는 MPEG2(Motion Picture Experts Group phase 2)에

서 이용되고 있는 동작 보상을 이용해서 보간화상을 작성하고, 인접하는 프레임 사이에서 보간을 행하는 것이 알려져 있

다. 동작 보상에서는 블록매칭에 의해서 검출되는 동작 벡터가 이용된다. 그러나, MPEG2에서는 블록 단위로 화상을 작성

하기 때문에 블록 내에 동작이 다른 복수의 물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관이 있는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에 의해 블록 왜곡이 발생한다.

일본국 특허공개 제2000-224593호(특허문헌1)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레임 보간방법이 개시된다. 특허문헌1에서는

보간 프레임에서의 보간 대상 블록의 화소값을 정할 때에, 복호대상 소블록의 2프레임 사이의 동작 보상 프레임간 차분 절

대값을 서로 대응하는 화소마다로 문턱값과 비교하고, 문턱값 미만의 차분 절대값을 유지하는 제1화소영역과 문턱값 이상

의 차분 절대값을 유지하는 2화소영역으로 분할한다.

제1화소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영역의 화소값과 2프레임 간의 동작 벡터에서 지시되는 참조블록 내의 대응하는 화소값과

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을 보간프레임으로 복사한다. 한편, 제2화소영역에 대해서는 복호대상 프레임에서의 음면

관계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기초해서 2프레임 사이의 동작 벡터 탐색방향을 설정값으로서 동작 벡터를 검출하고, 이

를 척도 변환한 동작 벡터로서 지시되는 재탐색참조 프레임 상의 화소값을 보간프레임으로 복사한다. 이와 같이, 복호대상

블록을 2프레임 사이의 동작 보상 프레임간 차분 절대값의 크기에 의해 2분할한 화소영역 단위로 보간을 행하는 것에 의

해서, 블록 왜곡, 즉 블록 내에 동작이 다른 복수의 물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간 오류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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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1] 일본국 특허 공개 제2000-224593호 공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특허문헌1에서는 제2화소영역에서의 탐색방법에 대해서도, 프레임방향의 절환은 행해지고 있지만, 검출하는 프레임 내에

서의 추출방법에 부가정보를 붙이고는 있지 않다. 실제의 물체의 동작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1화소영역에서 사용한 화소

를 제2화소영역의 화소로서 사용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영역 분할 후에 추출된 제1화소영역의 화소에 대해

서 아무것도 제약을 행하지 않고 제2영역 화소의 탐색을 행하면, 보간 오류에 의한 화질 열화(노이즈 상의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보간 오류의 발생이 없는 프레임 내 보간을 위한 보간화상 작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화상 표시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1측면의 보간화상 작성방법은, 제1프레임을 복수의 제1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의 각각과의 상관이 높은 제2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1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

기 제2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미만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출하며, 상기 제2프레임 상에서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제1영역으로부터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3서브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의 사이에 보간되는 제3프레임에 상기 제1서브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록을 복사한다.

본 발명의 1측면의 보간화상 작성장치는,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을 입력하는 입력부와, 상기 제1프레임을 복수의 제1블

록에 분할하는 분할부, 상기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의 각각과의 상관이 높은 제2블록을 탐색해서, 상기 제1블

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의 제1동작 벡터를 구하는 제1동작 벡터 검출부, 상기 제1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미만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

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출하는 추출부, 상기 제2프레임 상에서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제1영역으로부터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3서브블록을 탐색해서, 상기 제2서브

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록과의 사이의 제2동작 벡터를 구하는 제2동작 벡터 검출부 및, 상기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의 사

이에 보간되는 제3프레임에, 상기 제1 동작벡터 및 상기 제2 동작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서브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

록을 복사하는 복사부를 구비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이하에 설명하는 각 실시형태는 컴퓨터 상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으

로 실현된다. 또한, 반도체 집적회로에 의해 실시해도 된다.

(제1실시형태)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복수의 화소로 이루어지는 본래 화상의 제m프레임(1:m은 정수)과 제m+n프레임(2:n은 0을 제

외한 정수) 간의 제m+k프레임(3:k는 0으로부터 n까지의 실수)의 시간적 위치에 보간화상을 작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에서는 도 2 및 도 3의 플로우챠트에 나타낸 바와 같은 순서를 이용한다. 또한, 여기서 m=1, n=1, 즉 제m프레

임과 제m+n프레임은 동화상의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2개의 프레임으로서 설명한다. 또한, k는 예컨대 0.5로 한다.

우선,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m프레임(1)의 화상데이터를 복수의 제1블록(11)으로 분할하고, 제1블록(11)을 순차 추

출한다(단계 S100). 다음에, 제m+n프레임(2)의 화상데이터로부터 제1블록(11)의 각각과 동일 사이즈이면서 동일 형상의

제2블록(12)을 추출한다(단계 S101). 도 5a와 도 5b에 추출한 제1블록(11) 및 제2블록(12)의 예를 나타낸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1블록(11)과 제2블록(12)의 블록 쌍은 다음 방법을 이용해서 선택된다. 우선, 제1블록(11)과 제2블

록(12) 간의 서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제1차분 절대값을 미리 정해진 제1문턱값과 비교한다. 다음에,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이하로 되는 화소 수 p(p는 0 이상의 정수)를 계수(計數)한다. 최후로, 화소 수 p가 최대로 되는 블록 쌍을 선택

한다. 또한, 상기한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1차분 절대값의 합이 최소로 되는 블록 쌍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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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1블록(11)과 제2블록(12) 간의 서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제1차분 절대값을 구한다(단계 102). 그리고, 제1차

분 절대값과 미리 정한 제1문턱값을 비교한다(단계 103).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2블록(12)을 추출할 때에 화소마다

의 제1차분 절대값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단계 S102에서는 그 결과를 유용한다.

다음에, 단계 S103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제2블록(12)으로부터,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

2서브블록(13)을 추출하고(S104),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미만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14)을 추출한다(단

계 S105). 즉, 제2블록(12) 중 제2서브블록(13)은 제1블록(11)과의 상관이 작은 영역에 있고, 제1서브블록(14)은 제1블

록(11)과 상관이 큰 영역이다. 제1서브블록(14)과 제1블록(11) 내의 서로 대응하는 화소블록을 연결하는 벡터를 제1서브

블록(14)에 대한 제1동작 벡터 MV1으로 한다.

제1블록(11)과 제2블록(12)과의 전체의 조합에 대해서, 단계 S102로부터 단계 S105까지의 처리를 행하면, 제m프레임(1)

및 제m+n프레임(2)의 각 화소는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이상의 화소와 제1문턱값 미만의 화소를 식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도 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m프레임(1) 및 제m+n프레임(2)을 제2서브블록(13)에 대응하는 화소(제1차

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한 제1영역(21)과 제1서브블록(14)에 대응하는 화소(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

턱값 미만인 화소)를 포함한 제2영역(22)으로 분할한다(단계 S106, S107).

예컨대,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선부에 나타낸 배경(30) 상을 횡방향으로 움직여 백색으로 표시하는 평행사변형의 물

체(31)와, 우 경사 아랫방향으로 움직여 가로 줄무늬로 표시하는 평행사변형의 물체(32)가 있는 경우, 제1블록(11)과 제2

블록(12)의 블록 쌍 중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은 제1블록(11) 및 제2블록(12)이 함께 배경(30)에 존재하는 경우 얻어진다.

이 경우,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영역(21)은 변화한 영역(도 6에서의 제m+n프레임(2)의 백색 부분)으로 되고, 그 이

외의 영역(도 6에서 제m+n프레임(2)의 빈틈없이 칠한 부분)이 제2영역(22)으로 된다.

여기서는, 단계 S104에서 제2블록(12)으로부터 추출된 제2서브블록(13)은 도 8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다리꼴 형상으로

된다. 제2서브블록(13)에 포함되는 화소는 상기된 바와 같이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이상이기 때문에, 제1블록(11)

과의 상관이 낮은 화상데이터이다. 따라서, 다시 제1블록(11)과의 상관이 높은 화상데이터를 제m+n프레임으로부터 추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계 S107의 처리 후, 도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m프레임(1)으로부터 제2서브블록(13)과 동일 사이즈이면서

동일 형상의 제3서브블록(15)을 추출하고(단계 S108), 제m+n프레임(2)으로부터 제3서브블록(15)과 동일 사이즈이면서

동일 형상의 제4서브블록(16)을 추출한다(단계 S109).

다음에, 제3서브블록(15)과 제4서브블록(16) 간의 서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제2차분 절대값을 구한다(단계 S110). 여기

서, 제4서브블록(16)의 후보로서 도 8c, 도 8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3서브블록(15)과 동일 사이즈이면서 동일 형상(점선

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화상데이터가 제m+n프레임(2)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도 8c는 실제로 가로 줄무늬로 나타내는

평행사변형의 물체(32)가 움직인 부분의 화상데이터이다. 도 8d는 사선으로 나타내는 배경(30)과 백색으로 표시되는 물체

(31)의 경계부분의 화상데이터이다. 도 8d의 백색으로 나타낸 물체(31)의 크기가 도 8c의 가로 줄무늬로 나타내는 평행사

변형의 물체(32) 보다도 크므로, 물체(31)의 화상데이터가 제4서브블록(16)의 후보로서 추출된다.

다음에, 제4서브블록(16)의 화소마다에 제1영역(21)에 속하는지, 제2영역(22)에 속하는지 판별한다(단계 S111). 예컨대,

도 8e, 도 8f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일 형상의 화상데이터가 포함되는 부분(점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내)의 영역 분할 상태

를 조사한다. 도 8f는 이전에 전체의 영역이 제2서브블록(13)으로서 추출된 화소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제1영역(21)에 속하는 화소의 제2차분 절대값과 미리 정해진 제2문턱값을 비교하고, 제2차분 절대값이 제2문턱

값 미만으로 되는 제5서브블록을 제4서브블록으로부터 추출한다(단계 S112, S114).

다음에, 제2영역(22)에 속하는 화소의 제2차분 절대값과 미리 정해진 제3문턱값을 비교하고, 제2차분 절대값이 제3문턱

값 미만으로 되는 제6서브블록을 제4서브블록으로부터 추출한다(단계 S113, S115).

제4서브블록에는 제5서브블록 및 제6서브블록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화소

는 보간 프레임 내에 화상데이터가 없는 화소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여기서, 후처리를 행하고, 이와 같은 화소의 화

상데이터를 구한다(단계 S116). 본 실시형태에서는 후처리 대상 화소의 화상데이터는 후처리 대상 화소에 인접하는 복수

의 복수 화소의 화상데이터의 가중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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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중 평균값을 구할 때에 이용하는 가중 계수는 후처리 대상 화소와 인접화소의 거리의 역수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

예컨대,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선부의 후처리 대상 화소의 화상데이터를 구하는 경우, 상, 하 및, 좌의 화소

(41,42,43)의 화상데이터(a,b,c)에 대해서는 가중 계수 2를 승산하는 것으로 가중을 행하고, 오른쪽 2개의 인접 화소(44:

오른쪽의 화소도 화상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의 화상데이터 d에 대해서는 가중 계수 1을 승산하는 것으로 가중을 행한다.

이들 4개의 가중된 화상데이터의 합 2(a+b+c)+d를 7(=2+2+2+1)로 나누는 것에 의해 상기 가중 평균값을 {2

(a+b+c)+d}/7로서 구한다.

최종적으로, 제m+k프레임(3)에 단계 S105에서 추출된 제1서브블록과 단계 S114에서 추출된 제5서브블록과, 단계 S115

에서 추출된 제6서브블록 내의 화소 마다의 화상데이터 및, 단계 S116의 후처리에 의해 구해진 화소마다의 화상데이터를

각각의 시간적 위치에 따라서 복사하는(첨부한다) 것에 의해 제m+k프레임 상에 보간화상이 작성된다(단계 S117).

여기서,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m+k프레임(3) 상으로의 제1서브블록, 제5서브블록 및, 제6서브블록의 화상데이터의

복사는 해당 화상데이터가 각각 속하는 블록에서의 제m프레임(1)과 제m+n프레임(2) 간의 동작 벡터에 따라서 행해진다.

복사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서 행해진다. 우선, 제1블록(11)으로부터 제2블록(12)으로의 제1동작 벡터 MV1을 구한다. 이

제1동작 벡터 MV1은 제1블록(11)의 제1서브블록(14)에 대응하는 서브블록으로부터 제1서브블록(14)으로의 동작 벡터

이다. 다음에, 제1동작 벡터 MV1에 -(n-k)/k를 승산해서 제2동작 벡터 MV2를 구한다. 즉, 제1동작 벡터 MV1을 제m+n

프레임(2)으로부터 제m+k프레임(3)으로의 동작 벡터로 척도 변환하는 것에 의해 제2동작 벡터 MV2가 구해진다.

마찬가지로 해서, 제3서브블록으로부터 제4서브블록으로의 제3동작 벡터 MV3를 구하고, 이를 척도 변환해서 제4동작 벡

터 MV4를 구한다.

다음에, 제2동작 벡터 MV2를 이용해서 제m+k프레임(3) 상에 제1서브블록을 복사한다. 더욱이, 제4동작 벡터 MV4를 이

용해서 제m+k프레임(3) 상에 제5서브블록 및 제6서브블록을 복사한다. 예컨대, n=1, k=0.5의 경우, 제m+k프레임(3)은

제1.5프레임이고, 그 위의 제1동작 벡터 MV1의 1/2인 제2동작 벡터 MV2로 지시되는 위치에 제1서브블록을 복사하며,

제3동작 벅터 MV3의 1/2인 제4동작 벡터 MV4로 표시하는 위치에 제5서브블록 및 제6서브블록을 복사하는 것에 의해

보간 영상이 작성된다.

제m+k프레임(3) 상의 보간 대상 블록에 복수의 블록이 중복해서 복사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는, 중복 부분의 화상데이

터를 복수 블록의 화소의 화상데이터의 평균값으로 한다. 한편, 제m+k프레임(3) 상에서 화상데이터가 전부 복사되지 않

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인접 화소의 가중 평균값과 마찬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화상데이터를 산출한다.

상기한 단계 S100으로부터 단계 S117까지의 처리를 제m프레임(1)을 분할한 전체의 제1블록(11)에 대응해서 행하는 것

에 의해 제m+k프레임(3)에 대한 보간화상의 작성을 완료한다.

상기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1서브블록, 제5서브블록 및, 제6서브블록의 화소가 제m+k프레임(3) 상으로의 보간화

상데이터로서 이용된다. 여기서,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제3문턱값을 제2문턱값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제m+n프레

임에서 제1서브블록으로서 추출된 화소가 제6서브블록으로서 다시 추출되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제1서브블

록으로서 추출된 화소가 제m+k프레임(3) 상으로의 보간화상데이터로서 중복해서 사용되는 일이 적게 되어, 보간 오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제1서브블록으로서 추출된 화소 중 몇 개는 제6서브블록으로서 추출된다. 그러나, 제3문턱값을 제1문턱값 보다

작게 하면, 제1서브블록으로서 추출된 화소보다도 제3서브블록과 제4서브블록 간의 제2영역에 포함되는 화소마다의 차

분 절대값이 보다 작은, 즉 제3서브블록과 제4서브블록 간의 상관이 보다 큰 화소가 제6서브블록으로서 추출되어, 제m+k

프레임(3) 상에 복사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도가 높은 보간화상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보간 오류가 작은 보간화상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 왜곡이 없으면서 노이즈감이 없는

화상을 표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동화상에서는 보다 리얼한 화상의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예컨대, 홀드형 표시

장치에서의 화상의 번짐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기대된다.

(제2실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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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10 및 도 11을 이용해서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순서를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제1실시

형태에서의 제3문턱값을 0으로한 구성에 상당한다.

도 10 및 도 11에서 도 2 및 도 3과 동일 부분에 동일 참조부호를 붙여서 설명하면,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2에서의 단계

S107, 도 3에서의 단계 S111과, 단계 S113 및, 단계 S115가 제거되고, 도 10의 단계 S110의 처리가 종료하면 도 11의 단

계 S112로 점프한다. 따라서, 제1실시형태에서 설명한 제6서브블록은 추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계 S117에서는 제1서브블록과 제5서브블록과의 화상데이터를 이용해서 제m+k프레임(3)에 대한 보간화상이

작성된다.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제1실시형태에서의 제3문턱값을 0으로한 구성으로 하는 것에 의해, 제1서브블록 및 제5서브블록

의 화소가 제m+k프레임(3) 상으로의 보간화상데이터로서 이용된다. 즉, 제1서브블록(14)으로서 추출된 화소는 중복해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므로, 동일하게 블록의 중복사용에 의한 보간 오류를 확실하게 회피할 수 있다.

(제3실시형태)

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에 따른 보간화상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12 및 도 1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보간 프레임의 보간 대상 블록을 상정하고, 보간 대상 블록을 중심으로 제m프레임(1)과 제m+n프레임(2)을

점대칭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화상데이터를 제m+k프레임(3) 상에 복사할 때에 겹침이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

이 제1실시형태와 다르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제1실시형태와 마찬가지 순서를 이용한다.

이하, 도 12 및 도 13과 도 14 내지 도 16을 이용해서 본 실시형태에서의 보간화상 작성의 처리 순서를 설명한다.

우선, 제m+k프레임(3), 예컨대 제1.5프레임(m=1, k=0.5)을 복수의 보간 대상 블록(51)으로 분할하고(단계 S200), 이어

서 제m프레임(1), 예컨대 제1프레임의 화상데이터로부터 보간 대상 블록(51)과 동일 사이즈이면서 동일 형상의 제1블록

(11)을 추출한다(단계 S201).

다음에, 도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간 대상 블록(51)과 제1블록(11)을 연결하는 벡터를 제1동작 벡터 MV11로서 산출

하고(단계 S202), 더욱이 제1동작 벡터 MV11에 -(n-k)/k를 승산해서 제2동작 벡터 MV12를 산출한다(단계 S203). 여기

서, n=1, k=0.5이면, -(n-k)/k=-1이고, 제2동작 벡터 MV12는 제1동작 벡터 MV11와 크기가 동일하고 역방향의 동작 벡

터로 된다.

다음에, 제2동작 벡터 MV12에 따라서, 제m+n프레임(2), 예컨대 제2프레임(m=1, n=2)으로부터 보간 대상 블록(51)의 이

동처로 되는 제2블록을 추출한다(단계 S204). 단계 S201로부터 단계 S204까지의 처리에서는 제1블록(11)과 제2블록

(11)의 블록 쌍에는 다수의 후보가 있다. 제1실시형태에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다수의 후보로부터

제1블록(11)과 제2블록(12)의 블록 쌍을 선택한다. 또한, 제1블록(11) 및 제2블록(12)의 형상은, 예컨대 도 12b에 나타낸

바와 같은 직사각형이다.

다음에, 제1블록(11)과 제2블록(12) 간의 서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제1차분 절대값을 구하고(단계 S205), 제1차분 절대

값과 미리 정해진 제1문턱값을 비교한다(단계 S206).

다음에, 단계 S206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제2서브블록을 제2블록(12)으로부

터 추출한다(스템 S207). 더욱이,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1서브블록을 적어도 제2블록(12)으로부

터 추출한다(단계 S208). 도 12c 및 도 12d에 이와 같이 해서 추출되는 제2서브블록(13) 및 제1서브블록(14)의 예를 나타

낸다.

본 실시형태의 단계 S208에서는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영역을 제1블록 및 제2블록으로부터 각각

추출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제1서브블록으로한다. 더욱이, 제1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1서브블록을 제

2블록만으로부터 추출해도 관계없다.

다음에, 도 1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m프레임(1) 및 제m+n프레임(2)을 제2서브블록(13)에 대응하는 화소(제1차분 절

대값이 제1문턱값 이상의 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1영역(21)과 제1서브블록(14)에 대응하는 화소(제1차분 절대값이 제1

문턱값 미만의 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2영역(22)으로 분할한다(단계 S209, S210).

등록특허 10-0628491

- 7 -



다음에, 보간 대상 블록 상에 제2서브블록(13)과 동일 사이즈이면서 동일 형상의 서브블록인 보간 대상 서브블록(52)을 설

정한다(단계 S211).

다음에, 제m프레임(1)으로부터 보간 대상 서브블록(52)과 동일 사이즈이면서 동일 형상의 제3서브블록(15)을 추출한다

(단계 S212).

다음에, 보간 대상 서브블록(52)으로부터 제3서브블록(15)으로의 제3동작 벡터 MV13를 산출하고(단계 S213), 더욱이 제

3동작 벡터 MV13에 -(n-k)/k를 승산해서 제4동작 벡터 MV14를 산출한다(단계 S214). 여기서, n=1, k=0.5이면, -(n-k)/

k=-1이고, 제4동작 벡터 MV14는 제3동작 벡터 MV13과 크기가 동일하고 역방향의 동작 벡터로 된다.

다음에, 제4동작 벡터 MV14에 따라서, 제m+n프레임(2)으로부터 보간 대상 서브블록(52)의 이동처로 되는 도 13b에 나

타낸 바와 같은 제4서브블록(16)을 추출한다(단계 S215). 단계 S211로부터 단계 S215까지의 처리에서는, 상기한 제1블

록(11)과 제2블록(12)의 블록 쌍과 마찬가지로 제3서브블록(15)과 제4서브블록(16)과의 서브블록 쌍에는 다수의 후보가

있다. 따라서, 상기 블록 쌍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해서 서브블록 쌍을 선택한다.

다음에, 제3서브블록(15)과 제4서브블록(16) 사이의 서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제2차분 절대값을 구한다(단계 S216).

다음에, 단계 S215에서 추출된 제4서브블록(16)의 화소마다에 제1영역(21)에 속하는지 제2영역(22)에 속하는지 판별한

다(단계 S217).

다음에, 제1영역(21)에 속하는 화소에 대해서 단계 S216에서 구해진 제2차분 절대값과 미리 결정된 제2차분을 비교하고,

제2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5서브블록을 적어도 제4서브블록(16)으로부터 추출한다(단계 S218, S220). 본 실시형태의

단계 S220에서는 제2차분 절대값이 제2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영역을 제3서브블록(15) 및 제4서브블록(16)으로부터 각각

추출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제5서브블록으로 한다. 또한, 제2차분 절대값이 제2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5서브블록을 제4

서브블록(16) 만으로부터 추출해도 관계없다.

마찬가지로, 제2영역에 속하는 화소에 대해서 단계 S216에서 구해진 제2차분 절대값과 미리 정해진 제3문턱값을 비교하

고, 제3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6서브블록을 적어도 제4서브블록(16)으로부터 추출한다(단계 S219, S221). 본 실시형태

의 단계 S221에서는 제2차분 절대값이 제3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영역을 제3서브블록(15) 및 제4서브블록(16)으로부터

각각 추출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제6서브블록으로 한다. 또한, 제2차분 절대값이 제3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6서브블록을

제4서브블록(16)만으로부터 추출해도 관계없다.

다음에, 제4서브블록(16)의 화소 중, 제5서브블록 및 제6서브블록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화소(보간 대상 블록 내

에서 화상데이터가 없는 화소)를 후처리 대상 화소로서 후처리를 행하고, 후처리 대상 화소의 화상데이터를 구한다(단계

S222). 이 후처리에는 제1실시형태에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보간 대상 블록(51)에 제1서브블록과, 제5서브블록과, 제6서브블록 내의 화상데이터 및 단계 S222의 후처리

에 의해 구해진 화소마다의 화상데이터를 각각의 대응하는 위치에 복사한다(첨부한다). 이에 의해, 제m+k프레임(3) 상에

보간화상을 작성한다(단계 S223).

상기한 단계 S200으로부터 단계 S223까지의 처리를 제m+k프레임(3)을 분할한 전체의 보간 블록(51)에 대응해서 행하는

것에 의해 제m+k프레임(3)에 대한 보간화상의 작성을 완료한다.

이상, 본 실시형태에 의하면 보간 오류가 작은 보간화상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 왜곡이 없으면서 노이즈감이 없는

화상을 표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동화상에서는 보다 리얼한 화상의 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예컨대, 홀드형 표시

장치에서의 화상의 번짐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기대된다.

(제4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로서는 이제까지의 각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보간화상 작성방법을 이용한 화상 표시시스템에 대해

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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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화상 표시시스템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입력 화상신호(100)는 보간화상 생성부(101)

및 화상신호 교체부(103)로 입력된다. 보간화상 생성부(101)에서는 제1 내지 제3실시형태 중 어느 하나에서 설명한 순서

에 의해 보간화상신호(102)가 작성되고, 보간화상신호(102)는 화상신호 교체부(103)에 출력된다. 화상신호 교체부(103)

에서는 입력 화상신호(100)를 그대로 출력하던지 보간화상신호(102)를 출력하던 지의 제어가 행해진다.

화상신호 교체부(103)로부터의 출력 화상신호(104)는 홀드형 표시장치인 고속리프레쉬 표시장치(105)로 출력된다. 표시

장치(105)에서는 출력 화상신호(104)에 포함되는 동기신호에 대응해서 리프레쉬레이트를 변화시켜 화상, 예컨대 동화상

의 표시가 행해진다.

(제5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본 실시 형태의 보간화상 작성방법은, 제m프레임(2001)

과 제m+n프레임(2002)(m은 정수, n은 0 이상의 정수)과의 보간 프레임(2003)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도 18은 본 실시형

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20은 본 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S1802) 제m프레임(2001)을 분할해서 복수의 제1블록(2010)을 추출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m프레임(2001)을

복수의 균등한 직사각형의 블록으로 분할한다.

(단계 S1802) 제m+n프레임(2002)으로부터 제1블록(2010)과의 상관이 높은 제2블록(2020)을 추출한다. 전체의 제1블

록(2010)에 대해서 상관이 높은 제2블록(2020)을 제m+n프레임(2002)으로부터 추출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2블록(2020)을 다음과 같이 해서 추출한다. 우선, 제1블록(2010)과 제2블록 후보 간의 서로 대응하

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을 구한다. 다음에, 차분 절대값이 미리 정해진 문턱값 이하로 되는 화소 수 p(p는 0이상의 정

수)를 센다. 마지막으로, 화소 수 p가 최대로 되는 제2블록 후보를 제2블록(2020)으로서 추출한다.

또한, 상기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고, 예컨대 차분 절대값 합이 최소로 되는 제2블록 후보를 제2블록(2020)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다.

(단계 S1803) 제1블록(2010)과 제2블록(2020)의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을 문턱값과 비교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단계

S1802에서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을 문턱값과 비교하므로, 다시 계산하지 않고 그 결과를 이용해도 된다.

(단계 S1804, S1805) 제1블록(2010)으로부터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2011)

을 추출한다. 또한, 제1블록(2010)으로부터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2012)을

추출한다.

(단계 S1806) 제m+n프레임(2002)을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1영역(2031)과 문턱값 미

만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2영역(2032)으로 분할한다.

(단계 S1807) 제m+n프레임(2002)의 제1영역(2031)으로부터 제2서브블록(2012)과의 상관이 높은 제3서브블록(2023)

을 추출한다. 추출수법은 단계 S1802와 마찬가지이다.

(단계 S1808) 제1블록(2010)과 제2블록(2020) 간의 동작 벡터(2041)에 기초해서 제1서브블록(2011)을 보간 프레임

(2003)에 복사한다. 제1블록(2010)과 제2블록(2020)의 동작 벡터는 제1서브블록(2011)의 동작 벡터에도 있다. 이 동작

벡터를 제m프레임과 제m+n프레임의 시간간격 및 제m프레임과 보간 프레임과의 시간간격에 따라서 척도 변환한다. 그리

고, 보간 프레임 상의 척도 변환된 동작 벡터(2043)가 지시하는 위치에 제1서브블록(2011)을 복사한다.

또한, 제1서브블록(2011)을 복사하는 대신에 제2블록 상의 제1서브블록(2011)에 상당하는 서브블록(2021)을 복사해도

관계없다. 혹은, 제2블록(2020) 상의 제1서브블록에 상당하는 서브블록(2021)과 제1서브블록(2011)을 보간 프레임

(2003)과의 시간간격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화상을 복사해도 관계없다.

(단계 S1809) 제2서브블록(2012)과 제3서브블록(2023) 간의 동작 벡터(2042)에 기초해서 제2서브블록(2012)을 보간

프레임(2003)으로 복사한다. 단계 S1808과 마찬가지로, 동작 벡터(2042)를 척도 변환한다. 그리고, 보간 프레임(2003)

상의 척도 변환된 동작 벡터(2044)가 지시하는 위치에 제2서브블록(2012)을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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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서브블록(2012)을 복사하는 대신에, 제3서브블록(2023)을 복사해도 관계없다. 혹은, 제2서브블록(2012)과 제3

서브블록(2013)을 보간 프레임과의 시간간격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화상을 복사해도 관계없다.

(단계 S1810) 보간 프레임(2003)에서, 화소정보가 없는 화소의 화소값을 주변의 화소로부터 구한다. 예컨대, 제1실시형

태의 단계 S116에서 설명한 수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와 제5실시형태가 다른 점은 블록 쌍이나 서

브블록 쌍의 탐색수법이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 12 및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간프레임을 복수의 보간 대상 블록

으로 분할한다. 이 보간 대상 블록을 기준으로 기하대칭적으로 제m프레임과 제m+n프레임 상에 있는 블록 쌍이나 서브블

록 쌍을 탐색한다. 즉, 보간 대상 블록과 일직선상에 있는 블록 쌍이나 서브블록 쌍을 탐색한다.

보간 프레임을 제m+k프레임으로 표현하면, 가장 단순한 예는 n=1, k=0.5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제m프레임과 제m+1프

레임에서 상관이 높은 블록이나 서브블록의 탐색은 상관 대상 블록을 기준으로 점대칭의 위치인 블록 쌍이나 서브블록 쌍

에 대해서 행한다.

이와 같이, 기하대칭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보간 프레임에 화상정보를 복사할 때에 발생하는 겹침이나 간극을 억제할 수

있다.

도 19는 본 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플로우차트이다. 도 21은 본 실시형태의 보간화상 작성처리의 개요를 나타내

고 있다.

(단계 S1901) 보간 프레임(2003)을 복수의 보간대상 블록(2130)으로 분할한다.

(단계 S1902) 보간대상 블록(2130)과 일직선 상에 있으면서 상관이 높은, 제m프레임(2101)의 제1블록(2110)과 제m+n

프레임(2102)의 제2블록(2120)을 추출한다. 상기한 블록 쌍의 기하대칭적인 탐색을 행해서 제m프레임(2101)으로부터

제1블록(2110)을 추출하고, 제m+n프레임(2102)으로부터 제2블록(2120)을 추출한다. 제1블록(2110)과 제2블록(2120)

과 보간 대상 블록(2130)과는 일직선상에 있다. 또한, 제1블록(2110)과 제2블록(2120)과는 탐색범위 내에서 가장 상관이

높다.

(단계 S1903) 제1블록(2110)과 제2블록(2120)과의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을 문턱값과 비교한다.

(단계 S1904) 제1블록(2110)으로부터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2111)을 추출

한다.

(단계 S1905) 제1블록(2110)으로부터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2112)을 추출

한다. 제2서브블록(2112)은 제1블록(2110) 내에서 상관이 낮은 영역이다.

(단계 S1906) 보간 대상 블록(2130) 내에서 제2서브 블록(2112)에 대응하는 영역을 보간대상 서브블록(2131)으로서 설

정한다. 즉, 상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로부터 다시 탐색을 행한다.

(단계 S1907) 제m프레임(2101) 및 제m+n프레임(2102)을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1영

역(2141 및 2151)과, 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를 포함하는 제2영역(2142 및 2152)으로 분할한다. 제m프레임(2101)

및 제m+n프레임(2102)에서 상관이 높은 영역으로서 추출된 부분은 탐색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보간 정밀도를 향상시

킨다. 이에 따라, 이 단계에서는 제m프레임(2101) 및 제m+n프레임(2102)을 탐색에 이용하는 영역과 이용하지 않은 영역

으로 분리하고 있다.

(단계 S1908) 보간 대상 서브블록(2131)과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상관이 높은 제m프레임(2101)의 제3서브블록(2113)과

제m+n프레임(2102)의 제4서브블록(2124)을 제1영역(2141, 2151)으로부터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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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902와 동일하게 해서 보간 대상 서브블록(2131)에 관해서 서브블록 쌍의 기하대칭적인 탐색을 행한다. 그리고, 제

m프레임(2101)의 제1영역(2141)으로부터 제3서브블록(2113)이 추출되고, 제m+n프레임(2102)의 제1영역(2151)으로

부터 제4서브블록(2124)이 추출된다. 이 단계에서의 탐색은 제1블록(2110)과 제2블록(2120)을 중심으로 하는 범위 내에

서 실행하면 무제한으로 탐색을 행하는 경우 보다 보간 정밀도가 양호하게 된다.

(단계 S1909) 제1블록(2110)과 제2블록(2120)의 사이의 동작 벡터(2161)에 기초해서 제1서브블록(2111)을 보간 프레

임(2103)에 복사한다.

(단계 S1910) 제3서브블록(2113)과 제4서브블록(2124) 사이의 동작 벡터(2162)에 기초해서 제3서브블록(2113)을 보간

프레임에 복사한다.

또한, 단계 S1910에서, 제3서브블록(2113)과 제4서브블록(2124)의 각 화소의 차분 절대값을 구하고, 이 차분 절대값이

소정 문턱값 이하의 화소만큼을 복사하고, 그 이외의 화소는 주변의 화소값으로부터 보간해도 관계없다.

(변형예) 상기 단계 1908에서는 제3서브블록(2113)과 제4서브블록(2124)와 서브블록 쌍의 탐색을 행하고 있다. 서브블

록은 블록 보다 좁은 영역이다. 그 위에, 제1영역(2141,2151)으로부터 검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므로, 탐색조건

이 엄밀하게 되어 계산 양이 증가하기 쉽다. 여기서, 블록 단위로 탐색을 행하도록 해서 계산 양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간 대상 서브블록(2131)을 포함하는 보간 대상 블록(2130)을 기준으로 탐색을 행한다. 우선, 보간 대상

블록(2130)과 일직선상에 있는 제1프레임(2101)의 제3블록 후보와 제2프레임(2102)의 제4블록 후보의 탐색을 행한다.

이 때, 제3블록 후보와 제4블록 후보의 유사도를 구할 때에, 제1영역(2141, 2151)에 포함되는 화소의 영향을 제2영역

(2142,2152)에 포함되는 화소의 영향 보다 크게 한다. 예컨대, 제5실시형태의 단계 S1802에서 이용하는 수법이라면, 제1

영역(2141, 2151)에 포함되는 화소의 차분 절대값은 제1문턱값과 비교되고, 제2영역(2142, 2152)에 포함되는 화소의 차

분 절대값은 제1문턱값 보다 작은 제2문턱값과 비교된다.

그리고, 탐색범위 내에서 가장 상관이 높은 제3블록 후보와 제4블록 후보를 제3블록 및 제4블록으로서 선택한다. 제3블록

내에서 보간 대상 서브블록(2131)에 대응하는 영역이 제3서브블록(2113)이고, 제4블록 내에서 보간 대상 서브블록

(2131)에 대응하는 영역이 제4서브블록(2124)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보간 오류가 작은 보간화상을 작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프레임을 복수의 제1블록으로 분할하고,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 각각과 상관이 높은 제2블록을 탐색하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 사이의 제1동작 벡터를 구하고,

상기 제1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미만인 화소

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출하며,

상기 제2프레임 상에서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제1 영역으로부터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3서브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2서브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록 사이의 제2동작 벡터를 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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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의 사이로 보간되는 제3프레임에, 상기 제1동작 벡터와 상기 제2동작 벡터를 이용해서 상기

제1서브블록과 상기 제2서브블록을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블록의 탐색은,

상기 제2프레임의 제2블록 후보와 상기 제1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에 상기 차분 절대값을 구하고,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 수를 구하며,

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2블록 후보를 상기 제2블록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

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서브블록의 탐색은,

상기 제2프레임의 제3서브블록 후보와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에 제2차분 절대값을 계산하

고,

상기 제1영역 내에 존재하면서 상기 제2차분 절대값이 제2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 수를 구하며,

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3서브블록 후보를 상기 제3서브블록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4.

제1프레임을 복수의 제1블록으로 분할하고,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의 각각과의 상관이 높은 제2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의 제1동작벡터를 구하며,

상기 제2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 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제1문턱값 미만

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제1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출하

며,

상기 제1프레임상에서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3서브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2프레임상에서 상기 제3서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4서브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3서브블록과 상기 제4서브블록과의 사이의 제2동작벡터를 구하고,

상기 제4서브블록으로부터, 상기 제3서브블록과 상기 제4서브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 마다의 제2차분 절대값

이 제2문턱값 미만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5서브블록을 추출하고,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과의 사이에 보간되는 제3프레임에, 상기 제1동작벡터와 상기 제2동작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1서브블록과 상기 제5서브블록을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작성방법.

등록특허 10-0628491

- 12 -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2서브블록의 화소를 포함하는 영역을 제1영역으로

하여 추출하고,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서브블록의 화소를 포함하는 영역을 제2영역으로 하여 추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는, 상기 제3프레임에,

상기 제1서브블록의 화소와,

상기 제4서브블록 내에서, 상기 제1영역 내에 존재하면서 상기 제2차분 절대값이 상기 제2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1화소

군 및,

상기 제4서브블록 내에서, 상기 제2영역 내에 존재하면서 상기 제2차분 절대값이 제3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제2화소군을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는,

상기 제3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의 시간간격을 상기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의 시간간격으로 제산(除算)한 척도 변환계

수를 구하고,

상기 제1동작 벡터에 상기 척도 변환계수를 승산한 제3동작 벡터를 구하며,

상기 제2동작 벡터에 상기 척도 변환계수를 승산한 제4동작 벡터를 구하고,

상기 제1서브블록의 화소를 상기 제3동작 벡터를 기초로 상기 제3프레임에 복사하며,

상기 제1화소군 및 상기 제2화소군에 속하는 화소를 상기 제4동작 벡터에 기초해서 상기 제3프레임에 복사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는,

상기 제2서브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록을 가중 평균한 제4서브블록을 구하고,

상기 제1동작 벡터와 상기 제2동작 벡터를 이용해서 상기 제3프레임에 상기 제1서브블록과 상기 제4서브블록을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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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는,

상기 제2서브블록 대신에 제3서브블록을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10.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의 사이로 보간되는 보간 프레임을 복수의 보간대상 블록으로 분할하고,

상기 보간대상 블록과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서로 상관이 높은 상기 제1프레임의 제1블록 및 상기 제2프레임의 제2블록을

탐색하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의 사이의 제1동작 벡터를 구하고,

상기 제1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미만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출하며,

상기 제1프레임 및 상기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1 영역을 추출하

고,

상기 보간 대상 블록 내에서 상기 제2서브블록에 대응하는 보간대상 서브블록과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서로 상관이 높은,

상기 제1프레임의 제1 영역의 제3서브블록 및 상기 제2프레임의 제1 영역의 제4서브블록을 탐색하며,

상기 제3서브블록과 상기 제4서브블록의 사이의 제2동작 벡터를 구하고,

상기 보간프레임에 상기 제1동작 벡터와 상기 제2동작 벡터를 이용해서 상기 제1서브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록을 복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블록 및 상기 제2블록의 탐색은,

상기 제1프레임의 제1블록 후보와 상기 제2프레임의 제2블록 후보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상기 차분 절대값을

구하고,

상가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 수를 구하며,

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1블록 후보를 상기 제1블록으로서 선택하고,

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2블록 후보를 상기 제2블록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

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서브블록 및 상기 제4서브블록의 탐색은,

상기 제1프레임의 제3서브블록 후보와 상기 제2프레임의 제4서브블록 후보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에 제2차분 절

대값을 계산하고,

양쪽의 화소가 상기 제1영역 내에 존재하면서 상기 제2차분 절대값이 제2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 수를 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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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3서브블록 후보를 상기 제3서브블록으로서 선택하고,

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4서브블록 후보를 상기 제4서브블록으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서브블록 및 상기 제4서브블록의 탐색은,

상기 보간대상블록과 일직선상에 있는, 상기 제1프레임상의 제3블록후보와 상기 제2프레임상의 제4블록후보를 탐색하

고,

상기 제3블록후보와 상기 제4블록후보 간에서 대응하는 화소 마다의 차분 절대값을 문턱값과 비교하는 것에 의해, 가장

상관이 높은 제3블록후보와 제4블록후보를 제3블록 및 제4블록으로 하여 선택하며,

상기 제3블록 내에서 상기 보간대상서브블록에 대응하는 영역을 제3서브블록으로 하여 선택하고,

상기 제4블록 내에서 상기 보간대상서브블록에 대응하는 영역을 제4서브블록으로 하여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

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3블록후보의 화소 및 상기 제4 블록후보의 화소가 상기 제1영역에 포함되는 경우는, 상기 차분

절대값을 제1 문턱값과 비교하고,

상기 제3블록후보의 화소 및 상기 제4블록후보의 화소가 상기 제1영역 이외의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는, 상기 차분 절대값

을 상기 제1 문턱값보다 작은 제2 문턱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방법.

청구항 15.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을 입력하는 입력부와,

상기 제1프레임을 복수의 제1블록에 분할하는 분할부,

상기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의 각각과의 상관이 높은 제2블록을 탐색해서,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의 제1동작 벡터를 구하는 제1동작 벡터 검출부,

상기 제1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문턱값 미만인 화

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출하는 추출부,

상기 제2프레임 상에서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이상으로 되는 제1영역으로부터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3서브블록을 탐색해서, 상기 제2서브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록과의 사이의 제2동작 벡터를 구하는 제2동작 벡터

검출부 및,

상기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의 사이에 보간되는 제3프레임에, 상기 제1 동작벡터 및 상기 제2 동작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1 서브블록과 상기 제3서브블록을 복사하는 복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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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동작 벡터 검출부는,

상기 제2프레임의 제2블록 후보와 상기 제1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에 상기 차분 절대값을 구하는 차분 절

대값 산출부와,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 수를 구하는 계수부 및,

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2블록 후보를 상기 제2블록으로서 선택하는 선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동작 벡터 검출부는,

상기 제2프레임의 제3서브블록 후보와 상기 제2서브블록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에 제2차분 절대값을 계산하는

제2차분 절대값 산출부와,

상기 영역 내에 존재하면서 상기 제2차분 절대값이 상기 제2문턱값 미만으로 되는 화소 수를 구하는 제2계수부 및,

상기 화소 수가 탐색범위 내에서 최대로 되는 상기 제3서브블록 후보를 상기 제3서브블록으로서 선택하는 제2선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장치.

청구항 18.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을 입력하는 입력부와,

제1프레임을 복수의 제1블록으로 분할하는 분할부와,

제2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의 각각과의 상관이 높은 제2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

의 제1동작벡터를 구하는 제1동작벡터검출부와,

상기 제2블록으로부터,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마다의 차분 절대값이 제1 문턱값 미만

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1서브블록과 상기 차분 절대값이 상기 제1 문턱값 이상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2서브블록을 추출하

는 제1추출부와,

상기 제1프레임 상에서 상기 제2서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3서브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2프레임 상에서 상기 제3서

브블록과의 상관이 높은 제4서브블록을 탐색하고, 상기 제3서브블록과 상기 제4서브블록과의 사이의 제2동작벡터를 구

하는 제2동작벡터검출부와,

상기 제4서브블록으로부터, 상기 제3서브블록과 상기 제4서브블록과의 사이에서 대응하는 화소 마다의 제2차분 절대값

이 제2문턱값 미만인 화소를 포함하는 제5서브블록을 추출하는 제2추출부와,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과의 사이에 보간되는 제3프레임에, 상기 제1동작벡터와 상기 제2동작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1서브블록과 상기 제5서브블록을 복사하는 복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간화상 작성장치.

청구항 19.

동화상을 입력하는 입력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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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상기 보간화상 작성방법을 이용해서 상기 동화상의 각 프레임으로부터

보간화상을 생성하는 보간화상 생성부와,

생성된 보간화상 및 입력된 동화상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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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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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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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5c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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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도면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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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d

도면8e

도면8f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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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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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도면12b

도면12c

도면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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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a

도면13b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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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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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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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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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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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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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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