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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응적으로 주사포맷변환방법을 선택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움직임 추정수단은 전역탐색 및 예

측 움직임 추정으로부터 추정된 움직임 벡터 중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제1움직임 추정타

입을 판단한다. 움직임 분석수단 및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은 최종 움직임 벡터로부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 및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한다. 움직임 보상수단 및 시공간 보간수단은 제1 및 제2화소를 생성한다. 포맷변환수단

은 제3움직임 추정타입 및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기초로 제1 및 제2 화소 중 

어느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한다. 따라서, 움직임 타입에 따라 움직임 보상 방식 및 시공간 보

간 방식 중 주사포맷변환방법을 적응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주사포맷변환, 전역탐색, 예측 움직임 추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일반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종래의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영상 분할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의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부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프레임필드저장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6a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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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b는 후보 움직임 벡터 블록과 그 주변블록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분석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포맷변환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 중 S12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 중 S13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 중 S14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 중 S17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그리고,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00 : 주사포맷변환장치 500 : 프레임필드 저장수단

600 : 움직임 추정수단 700 : 움직임 분석수단

800 :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 900 : 움직임 보상수단

1000 : 시공간 보간수단 1100 : 포맷변환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응형 주사포맷변환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 게는 움직임 보상 및 시공간 분할에 의한 

보간을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적응형 주사포맷변환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정보의 디지털화는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영상신호의 압축 기

술도 부각되고 있다. 압축 부호화 및 복호화는 저속 채널(Low Rate Channel)을 이용하는 영상신호의 전송을 가능하

게 하며, 해당 영상신호의 저장에 필요한 메모리의 용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압축 부호화 및 복호화 기술은 영상 신

호의 저장(Storage), 전송(Transmission) 등의 응용(Application)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기술이다.

영상신호는 대부분의 경우 상관관계(Autocorrelation)과 크므로 중복성(Redundancy)을 갖는다. 중복성에는 시간상

의 중복성(Temporal Redundancy) 및 2차원 공간상의 중복성(Spatial Redundancy)이 있다. 시간 중복성은 블록 단

위의 움직임 추정 및 보상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으며, 공간 중복성은 이산 코사인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 DCT)을 이용하여 줄일 수 있다. MPEG(Motion Pictures Experts Group)은 이러한 중복성을 줄임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디오 프레임/필드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데이터 압축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속적으로 입력하는 참조 프레임/필드 (Reference Frame/Field)와 현재 프레임/필드(Current Frame/Fi

eld) 사이에서 가장 비슷한 블록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이라 하며, 블록이 움

직임 변위 정도를 움직임 벡터(Moving Vector)라고 한다.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블록정합방식(Block Matching Algorithm : BMA)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블록정

합방식은 참조 프레임/필드와 현재 프레임/필드처럼 연속되는 두 장의 영상을 블록단위로 비교하여, 신호 유형의 정

합도에 기초한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블록정합방식 등에 의해, 참조 프레임/필드와 현재 프레임/필

드를 참조하여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고,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예측(Motion Compensation Pr

ediction)을 수행한다.

도 1은 종래의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일반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종래의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영상 분할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주사포맷변환장치(100)는 영상 분할부(110), 움직임 추정부(120), 움직임 벡터 개선부(130

) 및 움직임 보상 보간부(140)를 갖는다.

영상 분할부(110)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영상(Input Signal)을 체인지/언체인지영역(Changed/Unchanged)으로 구

분한다. 또한, 영상 분할부(100)는 도 2에서와 같이 언체인지 영역을 커버/언커버(Covered/Uncovered), 배경(Back

gorund) 및 움직이는 물체(Moving Object)로 구분한다. 도 2의 Frame t는 현재 프레임, Frame (t-1)은 이전 프레임,

Frame (t+1)은 이후 프레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주사포맷변환장치(100)는 효율적으로 움직임

을 추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알맞는 움직임 보상 보간(Motion Compensation Interpolation : MCI)을 적용할

수 있다.

도 3은 종래의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부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움직임 추정부(120)는 참조 프레임/필드 저장부(122), 현재 프레임/필드 저장부(124) 및 풀서치 움

직임 추정부(126)를 갖는다. 움직임 추정부(120)는 화소 단위 또는 블록 단위로 움직임을 추정한다.

참조 프레임/필드 저장부(122)와 현재 프레임/필드 저장부(124)에는 각각 참조 프레임/필드 및 현재 프레임/필드의 

화소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저장된 현재 프레임/필드 및 참조 프레임/필드의 화소데이터는 움직임 벡터의 추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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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풀서치 움직임 추정부(126)는 참조 프레임/필드 저장부(122)와 현재 프레임/필드 저장부(124)에 저장된 프

레임/필드를 이용하여, 풀서치 방식에 의해 움직임 벡터를 추정한다.

풀서치 방식이란, 먼저 탐색영역(Search Range)을 정하고, 탐색영역의 최대 변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블록중 최소의

정합오차를 나타내는 블록의 위치를 움직임 벡터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탐색영역내에서, 참조 프레임/필드와 현재 프

레임/필드내의 모든 블록과 패턴 정합을 행하기 때문에, 블록의 실제 최대 움직임이 탐색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의 움직임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움직임 벡터를 찾지 못하면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에 비해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움직임 벡터 개선부(130)는 움직임 추정부(120)에서 얻어진 부

적절한 움직임 벡터를 블록정합방식을 이용하여 재추정(refine)한다. 이로 인해 움직임 추정부(120)에서 얻어진 부적

절한 움직임 벡터는 개선된다.

움직임 보상 보간(Motion Compensated Iterpolation : MCI)부(140)는 보간하려는 영상의 전후 프레임에 대한 순방

향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여 영상의 움직임 보상 및 보간을 수행한다. 이 때, 움직임 보상 보간부(140)는 블록 단위의 

단순 움직임 보상형 보간(MCI) 기법 및 선형 보간 기법을 이용한다.

단순한 움직임 보상형 보간(MCI) 기법은 국부 영역에서 움직임을 검출한다. 검출된 움직임은 인접한 프레임의 선형 

보간 기법에 적용되며 이로 인해 움직임 보상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화한다. 그리고,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영상 분할부(110)에서 분할된 영역에 대응하는 영역분류정보를 입력하여 보간될 영상을 구현한다. 즉, 단순 움직임 

보상 보간(MCI)은 전후 프레임 등의 인접한 영상간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 보상 및 움직임 보간을 수행한

다. 이로 인해 주사포맷의 변환이 수행된다.

그런데 종래의 풀서치를 이용한 움직임 추정은 블록이 커지게 되면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스무드(smoth)한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 움직임 추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 움직임 추정방식

은 잘못된 움직임 벡터를 후보 움직임 벡터로 사용하여 정확한 움직임 벡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움직임 보상예측을 하더라도,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들보다 시각적 효과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경우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움직임 보상만으로 주사포맷을 변환함으

로써 스무드(smooth)하고 정확한 추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움직임 벡터, 움직임 타입 및 움직임 추정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매크로블록

의 주사포맷변환방식을 적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사포맷변환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는, 전역탐색에 의해 결정된 제1움직임 벡터 

및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의해 예측된 제2움직임 벡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간될 블록의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

며,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움직임 추정수단;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를 분석하여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제공

하는 움직임 분석수단; 보간될 상기 블록에 인접한 블록의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고,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

,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판단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

는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로부터 보간될 프

레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제1화소를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수단;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

는 필드와 상기 전역 탐색에 의해 구해진 화소로부터 상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상기 제2화소를 생성

하는 시공간 보간수단;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 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화소 중 어느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포맷변환수단;을 포

함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움직임 추정수단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기준으로 소정의 탐색영역내의 모든 블록의 각 움직임 벡터로부터 상기 제1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부;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이 추정된 블록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상기 제2움직임 벡터를 추정

하는 예측 움직임 추정부; 및 추정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입력받아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기저장

되어 있는 제1임계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는 움직

임 벡터 선택부;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 추정수단은 상기 예측 움직임 추정부에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후보 벡터군 생성

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후보 벡터군 생성부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저장하는 움직임 벡터 저장부; 및 상기 움직

임 벡터 저장부에서 입력되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외부에서 입력되는 외부 움직임 벡터로 이루어진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상기 예측 움직임 추정부로 제공하는 후보 벡터군 제공부;를 포함한다.

상기 외부 움직임 벡터는 전역 움직임 벡터(Global Motion Vector),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로컬 움직임 벡터(Local 

Motion Vector) 및 제로 움직임 벡터(Zero Motion Vector) 중 어느 하나이다.

상기 움직임 벡터 선택부는, 추정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 중 어느 하 나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고 

선택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판단하며,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제1움직임 추

정 타입을 출력하는 움직임 벡터 출력부; 상기 제1임계값이 저장되는 제1임계값 저장부; 및 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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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상기 임계값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제1임계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적은 위

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가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되도록 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의 선택을 제어하는 제1 임계값

선택부;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는 상기 후보 벡터군 제공부에서 제공되는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

기 임계값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는 상기 제2움직임 벡터의 상기 SAD가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대응하는 상기 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제2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여 출력하며, 선

택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은 예측 움직임 추정 타입으로 판단된다. 상기 전역탐색 추정부

에서 추정되는 상기 제1움직임 벡터의 정확도는 상기 모든 블록의 모든 화소의 차이를 누적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

는 것이다.

상기 움직임 분석수단은, 상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각 블록에 대한 각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수렴하여 

수렴된 각 최종움직임 벡터(MV)의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산출하는 히스토그램 산출부;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

터와 기저장되어 있는 제2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전역 움직임(Global Motion)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전역 

움직임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전역 움직임 벡터로 정하는 움직임 분석부; 및 상기 전역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비교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상기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지를 판단하여 제공하는 움직임 타입 제

공부;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 분석수단은 상기 임계값을 저장하는 제2임계값 저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2임계값을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터와 비교한다. 또한, 상기 움직임 분석부는 산출된 상기 히

스토그램 데이터의 최대값이 상기 제2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움직임 타입을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한다.

상기 움직임 타입 제공부에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상기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주사포맷

변환수단은 상기 움직임 보상수단에서 생성된 상기 제1화소를 이용하여 상기 주사포맷을 변환한다.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은, 상기 움직임 벡터로부터 판단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

입을 저장하는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 보간될 상기 블록에 인접한 상기 블록의 상기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저장

하는 제2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 및 저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움직임 분석수단으로부터 입력

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

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는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은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인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 포맷변환수단은, 생성된 상기 제1 및 제2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선택된 상기 화소와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를 이용하여 상기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주사포맷변환부; 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수단으로부터 입

력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가 기저장되어 있는 제3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상

기 제1화소가 선택되도록 상기 주사포맷변환부를 제어하는 제2임계값 선택부;를 포함한다.

상기 포맷변환수단은 상기 제3임계값을 저장하는 제3임계값 저장부;를 더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전역 움직임 존재 여

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2임계값 선택부는 상기 전역 움직임의 

움직임 벡터인 전역 움직임 벡터, 상기 움직임 타입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3임계

값을 선택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와 비교한다.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 및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프레임필드 저장수단;을 더 포

함한다. 상기 프레임필드 저장수단은,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제1저장부; 및 상기 현재 프레임 및

/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제2저장부;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은, 전역탐색에 의해 결정된 제1움직임 

벡터 및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의해 예측된 제2움직임 벡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간될 블록의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며,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단계;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분

석하여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보간될 상

기 블록에 인접한 블록의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고,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판단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단계;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로부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제1화소를 생성하는 단계;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상기 전역 탐색에 의해 구해진 화소로부터 상기 보간될 프레

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상기 제2화소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

부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화소 중 어느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추정판단단계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상기 참조 프레임 및/

또는 필드를 기준으로 소정의 탐색영역내의 모든 블록의 각 움직임 벡터로부터 상기 제1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전

역탐색 추정단계;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이 추정된 블록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상기 제2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예

측 움직임 추정단계; 및 추정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입력받아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기저장되어 

있는 제1임계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는 움직임 벡

터 선택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전역탐색 추정단계에서 추정되는 상기 제1움직임 벡터의 정확도는 상기 모든 블록의 모든 화소의 차이를 누적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다. 상기 추정판단단계는 상기 예측 움직임 추정단계 이전에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발생하여 제공하는 후보 벡터군 생성단계;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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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후보 벡터군 생성단계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상기 움직임 벡터 저장부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외부에서 입력되는 외부 움직임 벡터로 이루어진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상기 예측 움

직임 추정단계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 제공단계에서 상기 외부 움직임 벡터는 전역 

움직임 벡터(Global Motion Vector),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로컬 움직임 벡터(Local Motion Vector) 및 제로 움직임

벡터(Zero Motion Vector) 중 어느 하나이다.

상기 움직임 벡터 선택단계는, 입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기저장되어 있는 상기 제1임계값과 비교하는 단

계; 및 상기 비교단계에서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며 상기 최종 움

직임 벡터의 상기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판단하는 단계; 및 선택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비교단계는 상기 후보 벡터군 제공단계에서 제공되는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1임

계값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상기 선택판단단계는 상기 제2움직임 벡터의 상기 SAD가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대

응하는 상기 제1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제2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며, 선택된 상기 최종 움

직임 벡터의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을 예측 움직임 추정타 입으로 판단한다.

상기 전역 움직임 판단단계는, 상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각 블록에 대한 각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수렴

하여 수렴된 각 최종움직임 벡터(MV)의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산출하는 히스토그램 산출단계;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

램 데이터와 기저장되어 있는 제2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전역 움직임(Global Motion)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전역 움직임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전역 움직임 벡터로 정하는 움직임 분석단계; 및 상기 전역 움직임 벡터 및 상

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비교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상기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지를 판단하여 상기 전역 움직

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움직임 타입 제공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 분석단계 이전에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2임계값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한다. 상기 움직임 분석단계는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최대값이 상기 제2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전역 움

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 결정단계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부터 판단된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 및 보간될 상기 블

록에 인접한 상기 블록의 상기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저장하는 단계; 및 저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 결정단계는 상기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 보에 의해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으로 결정한다.

상기 주사포맷 변환단계는, 상기 추정판단단계에서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입력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와 기저장되어 있는 제3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 및 생성된 상기 제1 및 제2화

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선택된 상기 화소와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를 이용하여 상기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비교단계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가 기저장

되어 있는 제3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1화소가 선택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비교단계 이전에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전역 움직임의 움직임 벡터인 전역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3임계값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상

기 추정판단단계 이전에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 및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때까지의 루트를 나타내는 움직임 추정타입, 전역 움직임의 유무, 움직

임 타입 등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보간될 필드에 적합한 주사포맷변환 방식을 적응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400)는 프레임필드 저장수단(500), 움직임 추정수단(600), 움직

임 분석수단(700),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800), 움직임 보상수단(900), 시공간 보간수단(1000) 및 포맷변환수단

(1100)을 갖는다.

프레임필드 저장수단(500)은 도 5와 같이 제1저장부(510) 및 제2저장부(520)를 갖는다. 제1저장부(510) 및 제2저장

부(520)는 참조 프레임필드 및 현재 프레임/필드를 저장한다. 저장된 참조 프레임/필드와 현재 프레임/필드는 움직임

벡터 추정, 움직임 보상, 시공간 보간 등에 사용된다.

도 6a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a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수단(600)은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부(610),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 후보 벡터군 생성부(630) 및 움직임 벡터 선택부(640)를 갖는다. 움직임 추정수단(600)은 전역

탐색(Full Search)에 의해 결정된 제1움직임 벡터 및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의해 예측된 제2움직임 벡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간될 블록의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추정한다. 또한, 움직임 추정수단(600)은 추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

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한다.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부(610)는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방식에 의해 제1움직임 벡터(MV 1 )를 추정한다. 곧,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부(610)는 제1 및 제2저장부(510, 500)로부터 입력되는 참조 프레임/필드와 현재 프레임/필드를 기준으

로 소정의 탐색영역내의 모든 블록으로부터 제1움직임 벡터(MV 1 )를 추정한다. 제1움직임 벡터는 탐색영역의 최대 

변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블록 중 최소의 정합오차를 나타내는 블록의 움직임 벡터이다.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방식으로 제1움직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영역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프레임/필

드 f n 내의 N ×N 크기의 기준 블록의 움직임을 참조 프레임/필드 f' 에서 p 화소 만큼의 범위에서 추정한다고 

가정하면, 참조 프레임/필드 내의 움직임 추정 영역의 크기는(N+2p)×(N+2p)가 된다. 그리고,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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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제1움직임 벡터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총 (2p+1) 2 개의 위치에서 상관계수를 모두 계산한 후, 최대 상관도를 

보여주는 위치를 제1움직임 벡터로 결정한다.

즉, 최대의 상관도를 갖는 제1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MSE(Mean Square Error), MAE(Mean

Absolute Error) 또는 MAD(Mean Absolute Difference) 등의 평가 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수학식 1

수학식 2

[수학식 1] 및 [수학식 2]에서, 는 t 번째 프레임/필드에서 k 번째 매크로블록, 는 t 번째 프레임/필드에서 

k 번째 매크로블록을 나타낸다. 이러한 평가함수들은, 화소들의 차를 기반으로 하며 가장 적은 MAD 값이나 MES 값

을 갖는 경우를 제1움직임 벡터로 선정한다.

또한, 움직임 추정수단(600)은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방식과 동시에 예측 움직임 추정방식에 의해 제2움직임 벡터(M

V 2 )를 추정한다. 예측 움직임 추정방식은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에서 수행된다.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는 후보

벡터군 생성부(630)로부터 제공되는 후보 움직임 벡터군이 추정된 블록들을 중심으로, 그 블록들의 주변 블록으로부

터 제2움직임 벡터(MV 2 )를 추정한다. 후보 움직임 벡터군은 하나 이상의 후보 움직임 벡터로 이루어진다.

후보 벡터군 생성부(630)는 움직임 벡터 저장부(632) 및 후보벡터군 제공부(634)를 갖는다. 후보 벡터군 생성부(630

)는 후보 움직임 벡터군(MV group )을 생성하여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로 제공한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움직임 벡

터 저장부(632)는 하나 이상의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저장한다.

후보벡터군 제공부(634)는 움직임 벡터 저장부(632)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최종 움직임 벡터(MV) 및 움직임 분석부

(730)에서 제공된 하나 이상의 외부 움직임 벡터(MV out )로 후보 움직임 벡터군(MV group )을 생성한다. 외부 움직

임 벡터(MV out )는 전역 움직임 벡터(Global Motion Vector : MV G ),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로컬 움직임 벡터(Loc

al Motion Vector : MV L ) 및 제로 움직임 벡터(Zero Motion Vector : MV Z ) 중 하나이다. 후보 움직임 벡터군(M

V group )은 하나 이상의 후보 움직임 벡터로 이루어진다. 생성된 후보 움직임 벡터군(MV group )은 예측 움직임 추정

부(620)로 제공된다.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는 도 6b에 도시된 후보 움직임 벡터 블록과 그 주변 블록으로부터 제2움직임 벡터를 추정

한다. 도 6b를 참조하면, 후보 움직임 벡터 블록은 사선, 주변 블록은 민무늬로 표시된다. 또한, 후보 움직임 벡터 블

록의 움직임 벡터는 V 0 , 후보 움직임 벡터 블록을 둘러싼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는 (i = 1, ...,8)로 표시된다.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는 이러한 주변블록들에서 얻어진 움직임 벡터들 중에서 가장 적은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를 갖는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제2움직임 벡터로 추정한다.

움직임 벡터 선택부(640)는 제1임계값 저장부(642), 제1임계값 선택부(644) 및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를 갖는다. 

제1임계값 저장부(642)는 임의의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여 정해진 다수의 임계값을 저장한다. 제1임계값 선택부(644)

는 사용되는 후보 움직임 벡터군(MV group )에 따라 제1임계값 저장부(642)로부터 적절한 임계값을 선택한다. 또한, 

제1임계값 선택부(644)는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에 입력된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MV 1 , MV 2 )를 선택한 임계

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가 최종 움직임 벡터(MV)가 되도록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

의 선택을 제어한다.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는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부(610) 및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로부터 입력된 제1 및 제2움직

임 벡터(MV 1 , MV 2 )로부터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선택한다. 그리고,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는 제1임계값 선

택부(644)의 제어에 의해 선택된 최종 움직임 벡터(MV)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MET 1 )을 판단한다. 움직임 추정타

입은 움직임 벡터가 추정된 방법 또는 과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로부터 입력된 제2움직임 벡터(MV 2 )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가

후보 움직임 벡터군(MV group )에 의해 선택된 임계값보다 크면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는 제1움직임 벡터(MV 1 )

를 최종 움직임 벡터(MV)로 선택한다. 이로 인해, 최종 움직임 벡터(MV)에 대한 제1움직임 추정타입(MET 1 )을 전

역탐색 추정타입으로 판단한다.

반면, 제2움직임 벡터(MV 2 )의 SAD가 선택된 임계값보다 작으면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는 제2움직임 벡터(MV 

2 )를 최종 움직임 벡터(MV)로 선택한다. 이로 인해, 최종 움직임 벡터(MV)에 대한 제1움직임 추정타입(MET 1 )을 

예측 움직임 추정타입으로 판단한다. 또한, 제2움직임 벡터(MV 2 )의 SAD와 선택된 임계값이 동일하면 제1 및 제2

움직임 벡터(MV 1, MV 2 )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선택된 최종 움직임 벡터(MV)는 움직임 벡터 저장부

(634)로, 판단된 제1움직임 추정타입(MET1) 은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810)로 출력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분석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분석수단(700)은 히스토그램 산출부(710), 제2임계값 

저장부(720), 움직임 분석부(730) 및 움직임 타입 제공부(740)를 갖는다. 움직임 분석수단(700)은 움직임 벡터 출력

부(646)에서 출력된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분석하여 움직임 타입(MT) 즉,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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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히스토그램 산출부(710)는 입력되는 필드 영상을 8 ×8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의 각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모아서 최종 움직임 벡터(MV)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산출부(710)는 히스토

그램 데이터를 움직임 분석부(730)로 출력한다.

제2임계값 저장부(720)는 임의의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여 정해진 다수의 임계값을 저장한다. 움직임 분석부(730)는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와 전역 움직임 벡터(MV G )를 구한다. 움직임 분석부(730)는 최종 움직임 벡터(MV)에 대

응하는 임계값을 제2임계값 저장부(720)로부터 가져온다. 그리고 움직임 분석부(730)는 입력된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피크값과 임계값을 비교하여 움직임 타입(MT)을 판단한다. 움직임 타입(MT)은 전역 움직임(Global Motion), 로컬 

움직임(Local Motion) 및 제로 움직임(Zero Motion)으로 구분된다.

수평과 수직 방향의 히스토그램을 , 라 하면, 전역움직임의 존재 여부는 다음의 [수학식 3]에 의해 추정·확

인할 수 있다.

수학식 3

[수학식 3]의 , 는 다음의 [수학식 4]와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4

[수학식 4]에서 [ , ]은 탐색범위를 의미하고, 는 임계값이다.

전역 움직임 벡터 = 는 다음의 [수학식 5]와 같다.

수학식 5

[수학식 3] 내지 [수학식 5]를 참조하면, 움직임 분석부(730)는 입력되는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역 움직

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전역 움직임 벡터(MV G )를 구한다.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피크값이 임계값보다 큰 경우 

움직임 분석부(730)는 각 블록의 최종 움직임 벡터(MV)를 포함하는 필드 영상에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한다. 이와 동시에 움직임 분석부(730)는 전역 움직임에 해 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전역 움직임 벡터(MV G )로 결

정한다. 피크값이 임계값보다 큰 것은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 블록들이 많은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가

능하다.

이밖에도, 움직임 분석부(730)는 움직임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제로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제로 움직임

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제로 움직임 벡터(MV Z )로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움직임 분석부(730)는 움직임이 기타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경우 로컬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로컬 움직임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로컬 움

직임 벡터(MV L )로 결정한다.

움직임 분석부(730)에서 전역 움직임 벡터(MV G ), 제로 움직임 벡터(MV Z ) 및 로컬 움직임 벡터(MV L )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된 움직임 벡터는 후보 벡터군 제공부(632) 및 움직임 타입 제공부(740)로 출력된다. 후보 벡터군 제공부

(632)로 출력되는 움직임 벡터는 외부 움직임 벡터(MV out )이다.

이를 위해 움직임 타입 제공부(740)는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로부터 최종 움직임 벡터(MV), 움직임 분석부(730)

로부터 전역 움직임 벡터(MV G )를 입력한다. 그리고, 움직임 타입 제공부(740)는 최종 움직임 벡터(MV)와 전역 움

직임 벡터(MV G )를 비교하여 최종 움직임 벡터(MV)가 전역 움직임의 일부분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움직임 타입 

제공부(740)는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loval Motion Info : GMI)를 움직임 추정타입 결정부(830) 및

제2임계값 선택부(1120)로 제공한 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800)은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

(810), 제2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820) 및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830)를 갖는다.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800)

은 제1움직임 추정타입(MET1), 이웃해 있는 블록의 제2움직임 추정타입(MET2) 및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MI)를 분석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을 판단한다.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810)는 움직임 벡터 출력부(636)로부터 입력된 최종 움직임 벡터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

(MET1)을 저장한다. 제2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820)는 제2움직임 추정타입(MET2)을 저장한다. 제2움직임 추정타

입(MET2)은 보간될 블록에 이웃해 있는 블록의 움직임 벡터(MV neig )에 대한 움직임 추정타입이다.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830)는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810, 820)로부터 입력된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

타입(MET1, MET2)과 움직임 타입 결정부(740)로부터 입력된 블록의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lova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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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on Info)를 이용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을 판단한다.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MI)에 의해 전

역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움직임 추 정타입 판단부(830)는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은 제1움직임 타입(

MT1)인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MI)에 의해 전역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

(830)는 입력된 블록의 주변 블록(예를 들면, 3 ×3 = 9 블록의 경우 주변블록은 8개)의 움직임 추정타입(MET)에 의

해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을 판단한다. 즉, 주변 블록의 움직임 타입(MT) 중 가장 많은 움직임 추정타입을 제3

움직임 추정타입(MET3)으로 판단한다.

움직임 보상수단(900)은 최종 움직임 벡터(MV) 및 제1저장부(510)에 저장된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ref_pixel)를

이용하여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제1화소(pixel1)를 생성한다. 한편, 시공간 보간수단(1000)은 제1 및 제2저

장부(510, 520)에 저장된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ref_pixel),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cur_pixel), 그리고, 전역

탐색 움직임 추정부(610)에 의해 구해진 화소(full_pixel)를 이용하여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제2화소(pixel2)

를 생성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포맷변환수단의 상세한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포맷변환수단(1100)은 제3임계값 저장부(1110), 제2임계값 

선택부(1120) 및 주사포맷변환부(1130)를 갖는다. 포맷변환수단(1100)은 움직임 보상수단(900) 및 시공간 보간수단

(1000)으로부터 생성된 제1 및 제2화소(pixel1, pixel2) 중 어느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보간한다. 보간완료되면 포맷변환수단(1100)은 주사포맷변환된(de-interlaced) 영상신호를 출력한다.

제3임계값 저장부(1110)는 임의의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여 정해진 다수의 임계값을 저장한다. 제2임계값 선택부(11

20)는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로부터 최종 움직임 벡터(MV), 움직임 타입 제공부(740)로부터 전역 움직임 존재 여

부에 대한 정보(GMI)와 전역 움직임 벡터(MV G ),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830)로부터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

을 입력한다.

또한, 제2임계값 선택부(1120)는 전역 움직임 벡터(MV G ) 및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에 따라 적절한 제3임계

값을 제3임계값 저장부(1110)에서 선택한다. 특히, 제2임계값 선택부(1120)는 제3임계값 선택시 최종 움직임 벡터(

MV)가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제2임계값 선택부(1120)는 최종 움직임 벡터(M

V)의 SAD와 선택된 제3임계값을 비교하여 주사포맷변환부(1130)의 포맷변환을 제어한다.

주사포맷변환부(1130)는 제2임계값 선택부(1120)의 제어에 의해 움직임 보상수단(900) 및 시공간 보간수단(1000)

으로부터 각각 입력되는 제1 및 제2화소(pixel1, pixel2)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제2임계값 선택부(112

0)에서 최종 움직임 벡터(MV)의 SAD가 제3임계값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되면, 주사포맷변환부(1130)는 제1화소(pix

el1)를 이용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하다. 또한,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가 제3임계값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

면, 주 사포맷변환부(1130)는 제2화소(pixel2)를 이용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하다.

이하에서는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을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은 먼저 최종 움직임 벡터 추정 및 주사포맷변환에 이용되는 참

조 프레임/필드 및 현재 프레임/필드를 저장한다(S1100). 저장이 수행되면 저장된 프레임/필드를 이용하여 전역탐색

에 의해 결정된 제1움직임 벡터 및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의해 예측된 제2움직임 벡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간

될 블록의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며, 추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한다(S1200).

그리고, 추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를 분석하여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S1300).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

가 판단되면, 제1움직임 추정타입, 보간될 블록에 이웃해 있는 블록의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판단된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한다(S1400).

한편, S1400단계에서 추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는 움직임 보상을 위해 제1화소를 생성한다(S1500). 즉, 추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1단계에서 저장된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로부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제1화소를

생성함으로써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다. 또한, 1단계에서 저장된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

드 그리고, 전역탐색에 의해 구해진 화소로부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제2화소를 생성한다(S1600). 제1 및 

제2화소가 생성 되면, 두 화소 중 어느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한다(S1700).

도 11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의 S12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S1200단계는 먼저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방식에 의해 제1움직임 벡터를 추정한다(S1210). 전역탐

색 움직임 추정방식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기준으로 소정

의 탐색영역내의 모든 블록의 각 움직임 벡터로부터 제1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제1움직임 벡터 추정 이후 예측 움직임 벡터 추정에 의해 제2움직임 벡터를 추정한다(S1220). 예측 움직임 추정방식

은 후보 움직임 벡터군이 추정된 블록들을 중심으로, 그 블록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제2움직임 벡터를 추정한다.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가 추정되면 추정된 제1 움직임 벡터, 제2움직임 벡터 및 제1임계값을 비교한다(S1230).

비교하여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를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움직임 추정타

입을 제1움직임 추정타입으로 판단한다(S1240). 선택된 최종 움직임 벡터 및 판단된 제1움직임 추정타입은 외부로 

제공된다(S1250). 자세히 설명하면, 제2움직임 벡터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가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대응하는 제1임계값보다 작으면 제2움직임 벡터를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한다. 또한, 최종 움직임 벡터의 움직임 

추정타입은 예측 움직임으로 판단한다.

S1240단계에서 선택된 최종 움직임 벡터는 저장된다(S1260). 그리고 저장된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외부 움직임 벡터

를 이용하여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생성한다(S1270). 외부 움직임 벡터는 전역 움직임 벡터(Global Motion Vector),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로컬 움직임 벡터(Local Motion Vector) 및 제로 움직임 벡터(Zero Motion Vector)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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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 중 S13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 중 S14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S1300단계는 먼저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각 블록에 대한 각 최종 움직임 벡터를 수렴하여

수렴된 각 최종움직임 벡터의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산출하여 출력한다(S1310). 산출된 히스토그램 데이터가 입력되

면 S1244단계에서 추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는 제2임계값을 선택한다(S1320).

그리고, 산출된 히스토그램 데이터와 선택된 제2임계값을 비교하여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전역 움직

임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전역 움직임 벡터를 정한다(S1330). 예를 들면, 산출된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최대값이 

선택된 제2임계값보다 크면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S1330단계에서 판단된 전역 움직임 벡

터 및 최종 움직임 벡터를 비교하여 최종 움직임 벡터가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지를 판단하여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S1340).

도 13을 참조하면, S1400단계는 먼저 추정된 최종 움직임 벡터로부터 판단된 제1움직임 추정타입 및 보간될 블록에 

이웃해 있는 블록의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저장한다(S1410). 그리고 저장된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타입과 S1340단

계로부터 제공된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결정한다(S1420).

S1420단계는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제3움직임 추정타입으로 결정한다. 또한,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웃하는 블록의 제2

움직임 추정타입 중 가장 많은 움직임 추정타입을 제3움직임 추정타입으로 결정한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방법의 도 10 중 S1700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S1700단계는 S1500단계 및 S1600단계에서 생성된 제1 및 제2화소, S1200단계에서 추정된 최

종 움직임 벡터, S1300단계에서 판단된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 전역 움직임 벡터 및 S1400단계에서 

결정된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입력한다.

먼저, 입력된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역 움직임 벡

터 및 제3움직임 추정타입에 대응하는 제3임계값을 선택한다(S1710). 그리고 입력된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와 기

저장되어 있는 제3임계값을 비교한다(S1720). 비교결과에 의해 입력된 제1 및 제2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선

택된 화소와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이용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한다(S1730). S1720단계는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가 제3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S1730단계에서 제1화소가 선택되도록 제어한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5는 도 4 내지 도 14를 이용한 주사포맷변환의 실시예이므로 이하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생략하며 신호의 흐름을 실시예로 들어 설명한다.

도 4 내지 도 1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의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는 최종 움직임 벡터(MV)

를 선택하며 최종 움직임 벡터에 대한 제1움직임 추정타입(MET1)을 판단한다. 최종 움직임 벡터(MV)는 전역탐색 

추정부(610) 및 예측 움직임 추정부(620)에서 추정된 제1및 제2움직임 벡터(MV 1 , MV 2 ) 중 하나이다.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에서 선택된 최종 움직임 벡터(MV)는 움직임 벡터 저장부(632)에 저장되며 또한 히스토그

램 산출부(710), 움직임 타입 제공부(830) 및 움직임 보상수단(900)으로 입력된다. 후보 벡터군 제공부(634)는 움직

임 벡터 저장부(632)에 저장된 최종 움직임 벡터(MV) 및 움직임 분석부(730)로부터 입력된 외부 움직임 벡터(MV o

ut )를 이용하여 후보 움직임 벡터군(MV group )을 생성한다. 후보 움직임 벡터군(MV group )은 예측 움직임 추정부(6

20) 및 제1임계값 선택부(644)로 입력된다.

움직임 분석부(730)는 히스토그램 산출부(710)에서 산출된 히스토그램 데이터와 제2임계값을 분석하여 움직임 타입

을 판단하며 외부 움직임 벡터(MV out )를 후보 벡터군 제공부(634)로 제공한다. 움직임 타입 제공부(740)는 전역 움

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MI)를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830) 및 제2임계값 선택부(1120)로 제공한다.

움직임 벡터 출력부(646)에서 판단된 제1움직임 추정타입(MET1)은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810)에 저장된다. 

제2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820)는 보간될 블록의 이웃한 블록들의 움직임 벡터에 대한 제2움직임 추정타입(MET2)

을 저장한다.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830)는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타입(MET1, MET2)과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MI)를 이용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을 판단한다.

움직임 보상수단(900)은 제1화소(pixel1)를, 시공간 보간수단(1000)은 제2화소(pixel2)를 생성한다. 제2임계값 선택

부(1120)는 움직임 벡터(MV), 제3움직임 추정타입(MET3) 및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GMI)를 이용하여 

주사포맷 변환부(1130)의 화소 선택을 제어한다. 주사포맷 변환부(1130)는 제1 및 제2화소(pixel1, pixel2)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주사포맷변환장치 및 방법에 의하면, 전역탐색에 의한 움직임 추정 및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의함 움

직임 추정을 이용하여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한다. 이러한 최종 움직임 벡터를 갖는 움직임 벡터 필드는 전역탐색

으로 구해진 움직임 벡터를 갖는 움직임 벡터 필드에 비해 스무드(smooth)하므로 주사포맷을 변환시 화질의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할 때까지의 루트를 나타내는 움직임 추정타입, 전역 움직임의 유무,

움직임 타입 등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보간될 필드에 적합한 주사포맷변환 방식을 적응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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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역탐색에 의해 결정된 제1움직임 벡터 및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의해 예측된 제2움직임 벡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간될 블록의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며,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움직

임 추정수단;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분석하여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

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움직임 분석수단;

보간될 상기 블록에 인접한 블록의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고,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판단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움직임 추정타입 분

석수단;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로부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제1

화소를 생성하는 움직임 보상수단;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상기 전역 탐색에 의해 구해진 화소로부터 상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제2화소를 생성하는 시공간 보간수단;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화

소 중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포맷변환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

환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추정수단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기준으로 상기 전역탐색을 

적용하여, 소정의 탐색영역내의 모든 블록의 각 움직임 벡터 중 최대상관도를 가지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제1움직임 

벡터로 추정하는 전역탐색 움직임 추정부;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이 추정된 블록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상기 제2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예측 움직임 추정부; 

및

추정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입력받아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기저장되어 있는 제1임계값과 비교하

여,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는 움직임 벡터 선택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추정수단은 상기 예측 움직임 추정부에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후보 벡터군 생성

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화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벡터군 생성부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저장하는 움직임 벡터 저장부; 및

상기 움직임 벡터 저장부에서 입력되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외부에서 입력되는 외부 움직임 벡터로 이루어진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상기 예측 움직임 추정부로 제공하는 후보 벡터군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움직임 벡터는 전역 움직임 벡터(Global Motion Vector),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로컬 움직임 벡터(Local 

Motion Vector) 및 제로 움직임 벡터(Zero Motion Vector)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선택부는,

추정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 중 하나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고, 선택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판단하며,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출력하는 움직임 벡터 

출력부;

상기 제1임계값이 저장되는 제1임계값 저장부; 및

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에 입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상기 임계값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제1임계값과 비

교하여,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가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되도록 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의 선택

을 제어하는 제1임계값 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화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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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는 상기 후보 벡터군 제공부에서 제공되는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

기 제1임계값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출력부는 상기 제2움직임 벡터의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가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

에 대응하는 제1임계값보다 작으면 상기 제2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여 출력하며, 선택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은 예측 움직임 추정 타입으로 판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

장치.

청구항 9.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역탐색 추정부에서 추정되는 상기 제1움직임 벡터의 정확도는 상기 모든 블록의 모든 화소의 차이를 누적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분석수단은,

상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각 블록에 대한 각 최종 움직임 벡터를 수렴하여 수렴된 각 최종움직임 벡터의 히

스토그램 데이터를 산출하는 히스토그램 산출부;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터와 기저장되어 있는 제2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전역 움직임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전역 움직임 벡터로 정하는 움직임 분석부; 및

상기 전역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비교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상기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지

를 판단하여 제공하는 움직임 타입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분석수단은 상기 임계값을 저장하는 제2임계값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

환장치.

청구항 12.
제 10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분석부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2임계값을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터

와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분석부는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최대값이 상기 제2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움직임 타입을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타입 제공부에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상기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주사포맷

변환수단은 상기 움직임 보상수단에서 생성된 상기 제1화소를 이용하여 상기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주사포 맷변환장치.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 분석수단은,

상기 움직임 벡터로부터 판단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저장하는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

보간될 상기 블록에 인접한 상기 블록의 상기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저장하는 제2움직임 추정타입 저장부; 및

저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움직임 분석수단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

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 판단부는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은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

맷변환장치.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변환수단은,

생성된 상기 제1 및 제2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선택된 상기 화소와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를 

이용하여 상기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주사포맷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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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움직임 벡터 추정수단으로부터 입력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가 기저장되어 있는 제3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1화소가 선택되도록 상기 주사포맷변환부를 제어하는 제2임계값 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변환수단은 상기 제3임계값을 저장하는 제3임계값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

환장치.

청구항 19.
제 17항 또는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2임계값 선

택부는 상기 전역 움직임의 움직임 벡터인 전역 움직임 벡터, 상기 움직임 타입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3임계값을 선택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와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

변환장치.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 및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프레임필드 저장수단;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필드 저장수단은,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제1저장부; 및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제2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장치.

청구항 22.
전역탐색에 의해 결정된 제1움직임 벡터 및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의해 예측된 제2움직임 벡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간될 블록의 최종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며,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제1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단계;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분석하여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보간될 상기 블록에 인접한 블록의 제2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고,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판단된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제3움직임 추정타입을 판단하는 단계;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로부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제1화

소를 생성하는 단계;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상기 전역 탐색에 의해 구해진 화소로부터 상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에 대한 제2화소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기초로 상기 제1 및 제2 화

소 중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판단단계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와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기준으로 상기 전역탐색을 

적용하여, 소정의 탐색영역내의 모든 블록의 각 움직임 벡터 중 최대상관도를 가지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제1움직임 

벡터로 추정하는 전역탐색 추정단계;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이 추정된 블록의 주변 블록으로부터 상기 제2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예측 움직임 추정단

계; 및

추정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입력받아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기저장되어 있는 제1임계값과 비교하

여,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는 움직임 벡터 선택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전역탐색 추정단계에서 추정되는 상기 제1움직임 벡터의 정확도는 상기 모든 블록의 모든 화소의 차이를 누적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판단단계는 상기 예측 움직임 추정단계 이전에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발생하여 제공하는 후보 벡터군 

생성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벡터군 생성단계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등록특허  10-0441509

- 13 -

상기 움직임 벡터 저장부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외부에서 입력되는 외부 움직임 벡터로 이루어진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을 상기 예측 움직임 추정단계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

환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 제공단계에서 상기 외부 움직임 벡터는 전역 움직임 벡터,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로컬 움직

임 벡터 및 제로 움직임 벡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28.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선택단계는,

입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벡터를 기저장되어 있는 상기 제1임계값과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단계에서 오차가 적은 위치값을 갖는 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며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판단하는 단계; 및

선택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제1움직임 추정 타입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

포맷변환방법.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단계는 상기 후보 벡터군 제공단계에서 제공되는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1임

계값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0.
제 28항 또는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판단단계는 상기 제2움직임 벡터의 SAD가 상기 후보 움직임 벡터군에 대응하는 제1임계값보다 작으면 상

기 제2움직임 벡터를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 선택하며, 선택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을 예

측 움직임 추정타입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1.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전역 움직임 판단단계는,

상기 보간될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각 블록에 대한 각 최종 움직임 벡터를 수렴하여 수렴된 각 최종움직임 벡터의 히

스토그램 데이터를 산출하는 히스토그램 산출단계;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터와 기저장되어 있는 제2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상기 전역 움직임에 해당하는 움직임 벡터를 전역 움직임 벡터로 정하는 움직임 분석단계; 및

상기 전역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비교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가 상기 전역 움직임의 일부인지

를 판단하여 상기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움직임 타입 제공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분석단계 이전에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별로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2임계값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분석단계는 산출된 상기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최대값이 상기 제2임계값보다 크면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추정타입 결정단계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로부터 판단된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 및 보간될 상기 블록에 인접한 상기 블록의 상기 제2

움직임 추정타입을 저장하는 단계; 및

저장된 상기 제1 및 제2움직임 추정타입 및 상기 전역 움직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움직임 추정타

입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 결정단계는 상기 전역 움직임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에 의해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제1움직임 추정타입 을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

변환방법.

청구항 36.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포맷 변환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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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정판단단계에서 추정된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를 입력하여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와 기저장되어 있는 

제3임계값을 비교하는 단계; 및

생성된 상기 제1 및 제2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선택된 상기 화소와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를 

이용하여 상기 주사포맷을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비교단계는 상기 최종 움직임 벡터의 SAD가 기저장되어 있는 제3임계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1화소가 선택되

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단계 이전에 상기 전역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전역 움직임의 움직임 벡터인 전역 움직임

벡터 및 상기 제3움직임 추정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의 상기 제3임계값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청구항 38.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판단단계 이전에 상기 참조 프레임 및/또는 필드의 화소 및 상기 현재 프레임 및/또는 필드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사포맷변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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