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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인터레이스(non-interlaced)  그래픽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인터레이스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 
하는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la도는  3개의  연속  주사  라인으로부터  선택되는  영상  픽셀의  인접  픽셀상에서  동작하는  통상의 디
지탈 필터링 또는 디코딩 프로세스를 예시한 도면. 제Ib도는 이동 조정 디인터레이싱 (motion 
adaptive deinterlacing)을 성취하기 위한 기법을 예시한 도면.

제Ic도  및  1d도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선형의  수직으로  배치된  물체를  종래  기술의  시스템으로 
디스플레이할  때,  디인터레이싱  효과(deinterlacing  effect)와  스플리트(split)  스크린에서의 디인
터레이싱 효과를 각각 예시하는 도면.

제2도는  프레임  버퍼  앞에  직렬  위치된  텔레비젼  디코더와  프레임  버퍼  뒤에  위치된  보간기를  갖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대한 블럭선도. 

제3도는  프레임  버퍼  뒤에  직렬  위치된  텔레비젼  디코더를  갖는  본  발명의  또하나의  실시예에  대한 
블럭선도.

제4도는 프레임 버퍼 뒤에 직렬 위치된 텔레비젼 디코더 및  보간기를 갖는 본  발명의 또하나의 실시
예에 대9한 블럭선도.

제5도는 프레임 버퍼의 3×3메모리 블럭구성을 예시한 도면.

제6도는 프레임 버퍼 메모리 블럭의 한 실시예를 상세히 예시한 도면.

제7도는 프레임 버퍼 메모리 블럭의 또하나의 실시예를 상세히 예시한 도면.

제8a도는 양호한 프레임 버퍼 비디오 라인 저장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제8b도는 제8a도의 저장 시퀀스를 보다 상세히 예시한 도면.

제9도는  다수의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고  해상도  프레임으로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시스템 동
작을 예시하는 타이밍선도.

제10도는  고  해상도  및  텔레비젼  수직  동기  신호와  인크리먼트(INC)신호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보인 
타이밍선도.

제11도는 제2,3 및 4도의 시리얼라이져 블럭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블럭선도.

제12도는 제2,3 및 4도의 프레임 버퍼 컨트롤러를 보다 상세히 예시한 도면.

제13도는 제12도의 델타 타이밍 발생기 블럭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도면.

제14도는 제13도의 델타 타이밍 발생기 블럭의 동작을 예시한 타이밍 선도.

제15도는 제12도의 텔레비젼 어드레스 발생기 블럭의 한포션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블럭선도.

제16도는  제12도의  텔레비젼  어드레스  발생기  블럭의  또다른  포션(portion)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블럭 선도.

제17도는 제12도의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 블럭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블럭선도.

제18도는 제17도의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 블럭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타이밍 선도.

제19도는 제2.3 및 4도의 주사 제어 블럭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블럭선도.

제20도는 제4도의 라인 메모리들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예시한 블럭선도.

제21,22  및  23도는  본  발명의  서로  다른  실시예로써,  디스플레이  동안  프레임  버퍼로부터  나오는 라
인들의 판독 시퀀스 동작에 있어서의 여러 양상을 예시하는 도표.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4 : ADC(A/D변환기)                          16 : TV디로더 

18 : 프레임 버퍼 컨트롤러                     18a : 동기 선택기 

20 : 고 해상도 컨트롤리                         22 : 고 해상도 칼러 모니터 

24 : 시리얼라이져                                  26 : 주사 제어 디바이스

26a : 보간기                                          28 : 칼러 매트릭스 

30 : 멀티플렉서                                      32 : RGB DAC(RGB D/A변환기)

34 : 라인 메모리                                     50 : TV어드레스 발생기

51 :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     52 : 델타 발생기

53 : 상태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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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논-인터레이스(non-interlaced)  디스플레이  터미날을  이용한  텔레비젼  영상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디지탈  필터링(digital  filteriing),  이동  검출  및  보정  (motion 
detection  and  correction)과,  동기화(synchro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탈화된  텔레비젼  칼러 
영상  데이타로의  억세스를  제공하는  프레임  버퍼  및  그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multi-media  workstation)등과  같은  임의의  그래픽  시스템에서  바람직한 
특성은  칼러  텔레비젼  영상과  같은  인터레이스된(interlaced)  영상을  논-인터레이스  그래픽 디스플
레이  스크린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성능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제1문제는  텔레비젼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영상의  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공지된 
방식으로서,  제1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지탈  필터링  또는  디코딩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기술은 
비디오  필드의  3개의  연속  텔레비젼  라인상에  위치되는  인접  (A)내의  픽셀들(B)에,  들어오는  비디오 
신호에 대해 상대적인 실시간 억세스(real-time access)를 가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제  2문제는  이동  조정  디인터레이싱  (motion-adaptive  deinterlacing)을  달성하는  것이다.  제Ib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이  기술은  3개의  텔레비젼  라인상에  위치된  픽셀(B)로의  억세스를  필요로  한다. 
3개의  라인중  2개는  현재의  비디오  필드에  속하지만  파선으로  도시된  제  3의  라인은  이전의  비디오 
필드와  관계한다.  추가로,  3개의  라인  모두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영상  라인으로  동기화되어야만 
한다.

제3문제는  그래픽  영상에  대해  디인터레이스된(deinter  laced)  텔레비젼  영상의  완전  동기화를 성취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동기화는  그래픽  스크린상에  텔레비션  영상을  시각화하는데  있어  완전하게 
기억된  텔레비젼  비디오  프레임들(이  프레임들  각각은  두개의  필드를  포함하고  있다)이  이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2  및  제  3문제점의 양상이 또한 제Ic도  및  제ld도에 예시되어 있다.  제Ic도는 수직 라인으로 표시
된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  두개의 연속 텔레비젼 필드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다.  제 
1필드는 제Ic도의 (a)에  도시되어 있고 제  2의  연속 필드는 제Ic도의 (b)에  도시되어 있다.  물체 영
상이  두개의  필드  사이에서의  수평  옵셋으로  인하여,  만일  상기  두개의  텔레비젼  필드의  모든 라인
이  제Ic도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래픽  스크린상에  동시에  디스플레이되면,  물체의  영상이 흐
려지게 된다.

제1d도는  상기와  같이  이동하는  수직  물체에  있어서,  그래픽  스크린이  인입  텔레비젼  비디오로 동기
화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일  새로운  필드가  이전의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  버퍼내로  부분적으로  기입되면,  이동  물체가  분열된다.  제1d도의  (c)는  디인터레이싱과  영상 
스플리팅  (deinterlacing  and  image  splitting)의  결합  결과를  예시한다.  결과적으로, 논인터레이스
된 그래픽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될때, 텔레비젼 영상이 흐려지게 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4,694,325호(1987.  9.  15)에서,  발명자  S.Mehrgardt는  칼러  텔레비젼  수상기를, 텔
레비젼  수상기와  동기하지  않은  그래픽  클럭  신호를  갖은  홈  컴퓨터에  인터페이싱하는  인터페이스 
회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인터페이스  회로는  캐스케이드식  지연  단(cascaded  delay  stage)을 
갖는  디지털  지연  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자  S.Mehrgardt는  이미  디코딩된  적색,  녹색 
및  청색 신호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합성 신호의 수신 및  그후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미합중국  특허  제4,344,075호(1982.8.10)에서,  J.Rudy는  논인터레이스  디스플레이상에서  NTSC칼러 
캐리어로  디스플레이되는  래기드  수직  에지  (ragged  vertical  edge)를  제거하는  시스템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여기서,  발명자  Rudy는  소정의  논인터레이스  텔레비젼  래스터  주사  라인  패턴(칼럼  2,  라인 45-
61)의  연속하는  각  필드의  논-디스플레이  포션(non-display  portion)에서  선택된  주사  라인 동안에
만 동작을 하는 타이밍 제어회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4,698,674호(1987.  10.  6)에서,  발명자  L.Bloom은  텔레비젼  카메라  또는  다른 데이
타원으로부터  나오는  디지탈화된  인터레이스  데이타를,  컴퓨터  메모리에  기억시키기  위해 논인터레
이스  데이타로  순차적으로  변환하는  데이타  변환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loom의  시도는  두개의 
영상  필드를  한  메모리에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Bloom은  분명히  텔레비젼의  영상  필드가 그래
픽  스크린의  프레임으로  동기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응용에서 이러
한 가정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논인터레이스  그래픽  컨트롤러의  타이밍은  텔레비젼  비디오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
다.

기타  참고자료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발명자가  K.Kinuhata등인  미합중국  특허 제3,970,776
호  (1976.7.20)는,  인터레이스  프레임들(이  프레임들  각각은  두개의  인접한  인터레이스  필드로 형성
됨)을  갖는  텔레비젼  신호의  라인수를  변환하는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발명자가  G.Ott인 미
합중국  특히  제4,484,188호  (1984.11.20)는.  연속하는  주사  라인들사이에  추가의  비디오  주사 라인
들을  형성시킴으로써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디오  신호  발생  회로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접한  주사  라인들의  비디오  속성(video  attribute)들을  결합시켜  추가의 
비디오 주사 라인을 형성한다. 발명자가 P.Van den Avoort등인 미합중국 특허 제4,480,267호
(1984.10.30)는,  텔레비젼  신호의  두개의  연속  필드  각각으로부터  사실상  동등한  진폭의  정보를 얻
어내기  위한  필드  보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발명자  Van  den  Avoort는  313라인  텔레비젼 
화상으로부터  625라인  텔레비젼  화상으로의  변환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발명자가  K.kamiya등인 미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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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허  제4,694,348호(1987.  9.  15)는,  텔레비젼  수상기의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용  주사 인터레이
스  변환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발병자가  Nishi등인  미합중국  특허  제4.660,070호(1987.4.21)는, 
비디오  영상  데이타를  비디오  메모리내에  기입하기  위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  세서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이  비디오 디스플레이 프로세서는 수평 및  수직 동기 신호에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데
이타를  발생시킨다.  발명자가  H.Mitschke인  미합중국  특허  제4,518,984호(1985.5.21)는,  결합 텍스
트  및  그래픽  (비디오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생성시킬때  플릭커  (flicker)가  없는  영상을  얻기  위한 
비디오 프레임 기억부(221)가 포함된 회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미합중국  특허들중  그  어느것도  텔레비젼  신호등과  같은  인터레이스  영상을 논인터레
이스  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디스플레이할때  영상질의  증대,  이동  조정  디인터레이싱  및 동
기화와  관계하는  전술한  모든  문제점들을  만족스럽게  극복하는  방법  또는  장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목적은  논인터레이스  그래픽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인터레이스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하나의  목적은  논인터레이스  그래픽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두개의  인터레이스  필드로 
구성된  텔레비젼  칼러  영상  프레임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본  발명의 
3개의  필드버퍼를  제공하는데,  이들중  2개는  완료된  프레임의  2개의  필드를  저장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의 텔레비젼 필드를 저장한다.

논인터레이스  디스플레이  시스템(non-interlaced  display  system)으로  인터레이스  영상을  나타내는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  및  장치에  의해  전술한  문제점들이  극복됨과  아울러  본  발명의 목
적이  실현된다.  인터레이스  영상은  다수의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영상  필드를  제공하는  합성  칼러 텔
레비젼 신호로 제공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은, (a)  제 1메모리에 제 1영상 필드를 저장하는 단
계와,  (b)  제  2메모리에 제   2영상  필드를 저장하는 단계와,  (c)  제1  및  제  2메모리를 판독하는 단
계와,  (d)  제1  및  제  2영상  필드를  단일  영상  프레임으로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동시에 디스플레
이하는  단계와,  (e)  판독단계를  수행함과  아울러,  제  3메모리에  제  3영상  필드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1,  2,  3,  4,  5…n으로  표시된  영상  필드의  경우,  본  발명의  시스템은  (1,2),  (2,3), 
(3,4),  (4,5)…((n-1),n)  및  (n,  (n+1))로  주어지는  소정  시퀀스에  따라  영상  필드를  한번에  두개씩 
판독한다.

영상 프레임이 영상 필드보다 긴  구간을 갖도록 선택되는 경우에,  본  발명은 영상 프레임과 영상 필
드  사이의  관계를  검출하여,  소정  디스플레이  시퀀스를  변경시켜,  영상  필드가  ((n-2),  (n-1)), 
((n-1),n)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영상  프레임이  영상  필드보다  짧은  구간을  갖도록  선택되는  경우에,  본  발명은  소정  시퀀스를 변경
시켜,  영상  필드가  ((n-2),  (n-1)),  ((n-2),  (n-1))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
레이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프레임  버퍼는  3×3,  4×3  또는  8×3배열의  메모리  블럭들을  갖는바,  이  메모리  블럭 각
각은   텔레비젼  필드의  한  포션(portion)을  저장한다.  프레임  버퍼가  판독되면.  예컨데  픽셀들중 3
×3인접  픽셀이  디스플레이를  위해  또는  보간과  같은  잇따른  프리-디스플레이(pre-display) 프로세
싱을 위해 병렬로 제공 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다른 특징들이 첨부도면을 참조로한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
다 더 분명 해 질것이다.

제2,3,  및  4도는 본  발명의 3개의 실시예를 블럭선도로 예시한 것이다 제  2도에 보인 실시에는 시스
템(10)을 예시한 것으로써, 이 시스템은 심도(depth)가 16비트인 프레임 버퍼 (12)내에 성분
(component)  디지탈  비디오를  저장한다.  이  시스템(10)은  또한  보간기를  포함하고  있어  전술한 문제
들중 2가지 문제,  즉  이동 아티팩트 제거 (motion  artifact  elimination)  및  텔레비젼 및  그래픽 영
상의  완전  동기화(fullsynchronization)  문제를  해결한다.  제  2도의  실사예는  텔레비젼  영상을 저장
하는데 있어 다른 실시예들의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지만, 프로덕션
(production)  HDTV스탠다드(SMPTE  240M  스탠다드)  또는  NTSC보다도  화질이  높은  Super-VHS  시스템과 
같이  성분  비디오  표시  (represeutation)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주지 사
항으로,  색도/휘도  아날로그  성분입력을  사용하는  HDTV  또는  Super-VHS와  같은  시스템에는  텔레비젼 
디코더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에,  비록  휘도  및  색도  성분을  디지탈화하기  위해  추가의 ADC(A/D
변환기)가 필요하지만, TV디코더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  제  2도의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텔레비젼  신호원으로부터  나오는  입력 아날
로그  합성  비디오  신호가  ADC(14)에  인가된다.  ADC(14)는  디지탈  합성  비디오  신호를  제공한다. 8비
트의  해상도를  갖는  ADC(14)의  출력이  충분한  화질로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디지탈  합성 비디
오  신호는  디지탈  휘도(Y)출력,  디지탈  색도(C)출력,  텔레비젼  수직  동기  (TVVS)신호,  텔레비젼 수
평  동기  (TVHS)신호및  텔레비젼  필드  지시계  신호  EVENFIELD를  제공하는  통상의  텔레비젼  디코더 
(16)에 인가된다.

EVENFIELD의  발생을  제외한  ADC(14)  및  디코더(16)의  기능을  제공하는  적절한  디바이스들은 고유번
호  TDA  8708  및  SAA  9051로  필립스사에  의해  제조되었다.  이  디바이스들은  필립스사의  콤포넌트 매
뉴얼넘버 9398  063  30011의  “디지탈 비디오 신호 처리”에 설명되어 있다.   12비트 및  16비트 디바
이스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Handbook  of  Recommended  Standards  and  Procedures,  International 
Teleproduction  Society”(1987년  페이지  62)에  제시된  디지탈  텔레비젼  엔코딩  및  전송에  대한 
CCIR 601-1 권고(recommendation)에 부합하는 이들 및 기타 디바이스들 역시 이용 가능하다. 
EVENFIELD신호의 발생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휘도  신호  및  색도  신호는  각각  8비트의  해상도를  갖는  것으로  표시되며,  저장을  위해  프레임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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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제공된다.   TVVS,  TVHS  및  EVENFIELD신호는  프레임  버퍼  컨트롤러  (18)에  제공되는데, 여기
서 이들 신호들은 후술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프레임  버퍼  컨트롤러(18)은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RAS),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CAS),  전송/출력 인
에이블  신호  TR/QE,  프레임  버퍼  어드레스(FBAD)  및  프레임  버퍼  기입  인에이블  신호(FBWE)를 비롯
한  다수의  비디오  RAM(VRAM)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컨트롤러  (18)의  하드웨어  설정  데이타는 호
스트 컴퓨터 데이타 버스(DB)로부터 로드된다. 프레임 버퍼 제어신호는 선택된 VRAM의 스펙
(specification)에  기술된  방식으로  발생되고  사용된다.  예컨대,  하나의  적합한  형태의  디바이스는 
도시바사에  의해  제작되어,TC  24256  IM  비트  VRAM으로  공지되어  있다.  프레임  버퍼(12)는  VRAM 디바
이스로  구성되지만은,  VRAM의  이용이  반드시  필연적이지는  않다.  통상의  다이내믹  RAM(DRAM)을 이용
하여도  상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프레임  버퍼(12)의  출력에  요망되는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메모리 칩이 필요로 된다.

컨트롤러(20)은  고  해상도의  그래픽  영상(HR  VIDEO)  신호를  발생시킨다.  컨트롤러(20)는  또한  고 해
상도의  수직  동기(HRVS)  신호  및  고해상도의  수평  동기(HRHS)  신호와  같은  고  해상도  칼러 모니터
(22)의  타이밍  기능을  제공한다.  HRVS  신호  및  HRHS신호는  또한  프레임  버퍼  컨트롤러(18)로의 입력
으로서  이용된다.  컨트롤러(20)는  VRAM의  직렬  포트로부터  나오는  데이타를  시프팅하는  직렬  클럭 
SCLK  및,  시리얼라이져  (serializer)(24)로부터  나오는  데이타를  시프팅하는  고  해상도의  비디오 클
럭  HRVCLK를  발생시킨다.  HRVCLK는  고  해상도  칼러  모니터  (22)의  수평  라인상의  총  픽셀수에 대응
한다.  SCLK는  HRVCLK를  3으로  나눔으로써  유도된다.   고  해상도  칼러  모니터(22)는  예컨데  1024  x 
1024의 디스플레이 가능 픽셀로 이루어진 픽셀 해상도를 갖는다.

매  SCLK로  말미암아,  프레임  버퍼  (12)의  출력은  시리얼라이져(24)에  총  144비트에  달하는  9개의 16
비트  픽셀을  제공한다  9개의  픽셀은  제la도에  보인  바와  같이  144비트로  구성되는  3×3픽셀  인접을 
나타낸다.

다시말해서,  프레임  버퍼  (12)는,  비록  단지  하나의  라인만이  모니터  (22)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3개의  샘플링된  텔레비젼  라인을  3개의  픽셀로  분할하여,  직렬 클럭
시간에  시리얼라이져(24)에  공급한다.   따라서  시리얼라이져(24)는  프레임  버퍼  (12)의  병렬 데이타
를  순차적인  픽셀  데이타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픽셀이  하나씩  디스플레이 되
도록 한다.

종래의  방식으로,  시리얼라이져는  프레임  버퍼로부터  병렬로  판독된  단  하나의  데이타  라인을 직렬
로  시프트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는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3개의  라인이  병렬로 
판독된다.  그러므로.  때  HRVCLK주기동안,  시리얼라이져(24)의  출력은  3개의  수직으로  인접한 픽셀
(48비트)을 주사 제어 디바이스(26)에 시프트한다.

하기에  상세히  설명하게  될  “3×3”  블럭  메모리  구성의  결과로,  시리얼라이져(24)  출력에서의 3개
의  라인이  반드시  연속  비디오  라인이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들의  순서는  변화될  수  있으며 상
기  라인이  위치된  프레임  버퍼의  특정  어드레스에  따른다.  주사  제어  디바이스(26)는  하기에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은  식으로  시리얼라이져(24)의  출력을  재배열하며,  소정의  라인  순서 배열
을 보간기(26a)의 입력에 제공한다.

만일  이동  보정  처리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사  제어  디바이스(26)는  칼러  매트릭스(28)에 직
접  결합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간단한  경우에는  병렬로  3개의  텔레비젼  라인에  억세스를 
가하는  것이  필요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3×3프레임  버퍼  구성은  계속  사용되어  인입  텔레비젼 영
상과 디스플레이된  그래픽 영상 사이에서 적절한 동기화를 달성한다.

제  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검출  및  보정이  사용되면,  보간기(26a)가  주사  제어  디바이스(26) 
및  칼러  매트릭스(28)  사이에  위치된다.  적절한  보간기의  구조  및  그  동작에  대해,  Leonard Feldman
이  쓴  논문  11Improved  Definition  Television“(Radioelectronics  Magazine  1989년  1월호  페이지 
43에 수록됨)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Feldman이  기술하고  있는  시스템은  2개의  독립된  비디오원이  동일  스크린상에  나타날때는  사용이 불
가능하다.  상기  보간기는  3개의  텔레비젼  라인(이  라인중  2개는  현재의  텔레비젼  필드에  속하고 나
머지  한개는  이전의  필드에  속한다)으로  동시에  억세스를  가해야  함을  필요로  한다.   상기 비디오원
은  텔레비젼  라인  속도가  출력상에서  간단히  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해서,  비디오 출력
은  비디오  입력의  직접적  인  함수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필드는  항상  시스템의 입력상
에  존재하고,  이전의  필드가  저장  된다.  하나이상의  라인  지연을  이용하므로써,  보간기의  입력에서 
필요한 3개의 라인이 이용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  해상도  영상은  전형적으로  제2영상원에  절대적으로  독립되며,  현재의 
비디오  필드는  프레임  버퍼  출력과  비동기된다.  본  발명은  보간기  (26a)의  입력에  소정  데이타를 항
상 제공하므로써 이 문제를 극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간기 (26a)는 칼라 매트릭스(28)에 입력신호를 제공한다. 칼러 
매트릭스(28)는,  CCIR  601과  같은  적용가능한  표준에  따라,  8비트  휘도신호  및  비트  색도신호를 8비
트  적색신호,  8비트  청색신호  및  8비트  녹색신호로  변환한다.  이  원색  신호들은  멀티플렉서(30)로의 
입력  역할을  한다.  멀티플렉서(30)로의  제  2입력은  컨트롤러  (20)으로부터  나오는  24비트의 3원색으
로 구성된 HR VIDEO신호이다.

고 해상도 칼러 모니터(22)의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될 것이 고 해상도의 텔레비젼 영상인지 
HRVIDEO  신호인지의  선택은  컨트롤러(20)의  KEY신호  출력에  의해  제어된다.  이  KEY신호는  하나의 픽
셀을  토대로  하여  그래픽  픽셀  데이타  값들중  하나를  디코딩하거나  또는  텔레비젼  영상이  그래픽 윈
도우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위치를  식별하는  “윈도우  식별  번호”를  디코딩하므로써,  제공될  수 있
다.  후자의  경우에,그래픽  영상  픽셀  데이타는  “윈도우-lD”라는  특별한  필드를  갖는다.  전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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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3원색들중  하나는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대신에,  비디오  영상  샘플이 스크린상
의 상기 픽셀 위치로 통하게 된다.

예컨데,  멀티플라서(30)의  이용을  통해서,  HR  VIDEO신호로서  제공되는  텍스트  및/또는  그래픽 정보
와 함께 텔레비젼 영상이 디스플레이된다 

멀티플렉서(30)의  24비트  출력은  RGB  DAC(RGB  D/A변환기)에  제공되고,  다시  이  DAC는  통상적인 방법
으로 R. G, B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여 고 해상도의 칼러 모니터(22)를 구동시키게 된다 

제  3도의  실시예는  제  2도의  시스템(10)과  유사한  시스템(10a)를  예시한다.  그러나,  시스템  (10a)은 
디지탈  합성  신호를  저장하며,  결과적으로,  심도가  8비트인  프레임  버퍼(12)를  포함한다.  더욱이, 
시스템  (10a)은  보간기  (26a)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실시예는  전술된  동기화  문제점만을 
해결한다.  제  2도의  시스템과는  달리,  시스템(10a)은  프레임  버퍼(12)뒤의  데이타  경로에  제공되는 
텔레비젼  디코더(16)를  구비한다.  따라서,  제2도의  시스템(10)이  CCIR  601에  따른  13.5Mhz의  같은 
샘플링  클럭  속도로  동작하는  TV  디로더(16)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제  3도의  시스템(10a)은  상기 
샘플링  클럭  속도보다  상당히  높은  고  해상도의  비디오  클럭  속도에서  동작하는  TV  디코더  (16)를 
필요로  한다.  예컨데,  고  해상도  비디오  클럭  속도는  640  ×480  해상도에서  25Mhz이고,  1280×1024 
해상도에서는  110Mhz이다.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s)  기술을  이용하므로써, 
적절한 고주파수 TV 디코더가 제작될 수 있다.

제  4도의  시스템  (10b)은  전술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10b)은 
심도가  8비트인  프레임  버퍼(12)에  디지탈  합성신호를  저장하는  제3도에  보인  구조체  이외에, 다수
의  라인  메모리(34)  및  보간기(26a)를  포함하고  있다.  제  4도의  실시예는  디지탈  합성  NTSC에 근거
한  텔레비젼  스튜디오  여건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와  같은  텔레비젼  스튜디오  여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위  D2형  디지탈  테이프  레코더들로부터  직접  출력되는  디지탈  합성  비디오가  처리된다. 
상기  레코더들은  칼러  버스트  주파수보다  4배나  높은  주파수  즉,  14.32MHz로  샘플링된  합성 아날로
그  비디오에  대한  8비트  합성  디지탈  표시로서  비디오를  저장한다.  만일  디지탈  합성  비디오가 추가
의  편집  또는  원격  워크스테이션  (remote  workstations)사이에서의  영상  교환  목적으로  프레임 버퍼
(12)에 직접저장되면, 제 4도에 보인 ADC(14)는 필요로 되지 않는다.

제  3도  및  4도에  보인  바와  같이  텔레비젼  영상이  8비트  합성  신호로서  저장됨과  아울러  프레임 버
퍼  (12)  뒤에서  디코딩  되는  경우,   TV  디코더(16)는  주사  제어  디바이스(26)와  칼러 매트릭스(28)
사이에  위치되며  텔레비젼  동기  신호  TVVS  및  TVHS가  통상의  동기  선택기  (또는  동기 디코더)(18a)
에  의해  아날로그  합성  신호로부터  유도된다.  적절한  디바이스들이  여러  텔레비젼  콤프넌트 제조회
사들로부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제  3도에  보인  시스템  (10a)에  의해  사용되는  디코딩  프로세스는  병렬로  억세스될  현재  필드 데이타
의  2개  또는  3개  라인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은  디코딩  스킴  (decoding  scheme)중  어느  것의 사용
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S.Suzuki등이  쓴  논문  “High  picture  quality  digital  TV  for  NTSC  and 
PAL  systems”  (IEEE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  Vol.CE-30,  NO.3,  1984년  8월,  페이지 
213-219에  수록됨)에  서술된  바와  같은  3라인  디코딩  스킴이  사용된다.  이  기술을  이용하므로써, 상
기 라인들이 프레임 버퍼(12)에 저장된 텔레비젼 필드로부터 판독되이 시리얼라이져(24)에 
공급된다.  상기  라인들은  주사  제어  디바이스(26)에  의해  대응순(correspondat  order으로  놓여져  TV 
디코더(16)의  입력에  전송된다.   주목할  사항으로,  시리얼라이져(24)는  72비트  입력  및  24비트 

출력, 즉 제 2도에 실시 예에서 요구되는 신호 라인들의 절반을 갖는다.

제  4도에  보인  바와  같이  이동  보정  및  텔레비젼  신호  디코딩  프로세스  모두가  사용되는  보다 복잡
한 경우에는,  현재 필드의 3개  라인 및  이전 필드의 1개  라인에 동시적으로 억세스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그러나,  3  ×3프레임  버퍼(12)의  메모리  구조는  비디오  정보의  4개  라인으로의  레디 억세스
(ready  access)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억세스는  VRAM의  1차  포트의  기입  및  판독  주기를 
인터리빙(interleaving)하고,  기입  주기를  이용하여  샘플링된  데이타를  저장함과  아울러  판독 주기
를 이용하여 3개의 연속 라인에 있는 9개의 픽셀에 억세스를 제공하고,  이어서 그  결과를 추가의 처
리를  위해  시리얼라이져에  직접  인가시킴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복잡한 
판독/기입 컨트롤러(18)를 필요로 하며, VRAM의 2차 포트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방법  대신에  제  4도의  실시예는  후술하는  방식으로  라인  메모리(34)를  제공하므로써,  3개의 
비디오 라인에 억세스하는 보다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제3,4 및 5도의 실시예의 여러가지 양상에 대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  5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레임  버퍼  (12)는  9개의  메모리  블럭  또는  모듈  MM00  내지 
MM22로  이루어진  3×3매트릭스로  구성된다.  메모리  모듈  MM00,  MM01  및  MM02는  신호  RASO에  의해 제
어되고, 메모리 모듈 MM10,  MM11  및 MMl2는 신호 RAS  1에 의해 제어되며 메모리 모듈 MM20,  MM2l  및 
MM22는  신호  RAS  2에  의해  제어된다.  MM00,  MM10  및  MM20의  1차  포트  데이타  단자들이  서로 연결되
어  16비트(제  2도)  또는  8비트(제3  및  4도)로  넓은  데이타  버스  DQO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MM01, 
MM11  및  MM21의  1차  데이타 단자들이 연결되어 데이타 버스 DQI을  제공하고,  MM02,  MM12및  MM22의 1
차 데이타 단자들이 접속되어 데이타 버스 DQ2를 제공한다.

프레임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FBAD,  WE  및  다른 메모리 제어 신호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메모리 모듈
에 연결되는 바, 도면을 간략화하기 위해 제5도에서 도시를 생략했다.

메모리  모듈  MM00,  MM01  및  MM02의  직렬  출력은  직렬  출력  버스  SO0에서  결합된다.  직렬  출력버스 
SO01은  MM10,  MM11  및  MM12의  직렬  출력을  나타내고,  직렬  출력버스  SO2는  직렬  출력  MM20,MM2l  및 
MM22를 나타낸다.

개별적인  메모리  모듈의  저장용량은  디지탈  합성  신호와  디지탈  성분신호중  어느것이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텔레비젼  표준에  따라서  실시예별로  다양하게  변한다.  예컨데,  제  6도와 관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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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교적 낮은 해상도를 갖는 디지탈 합성 NTSC  신호를 저장하기 위해 메모리 모듈은 각각 64K 워
드  x  4비트,  즉  (256×256)워드x4비트로  구성된  2개의  256K  비트  메모리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  모듈은  8개의  1차  포트  데이타  단자(DQ),  8개의  직렬  출력핀(50)  및  공통 
제어신호를 갖는 (256×256)워드x8비트 메모리 디바이스로 볼 수 있다.

디지탈  성분  NTSC신호를  저장하는데  적합한  메모리  블럭이  제  7도에  예시되어  있다.  4개의 64Kx4비
트  메모리  디바이스들이  결합되어  16비트의  샘플  저장  장치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다시  제  5도에 
관하여,  데이타 버스 DQ0,  DQ1  및  DQ2는  8비트의 디지탈 합성 신호를 사용할 때 8비트를 갖고, 16비
트의  성분신호를  이용할때는  16비트를  갖는다.  따라서,  직렬  데이타  버스(SO0-SO2)는  병렬  방식으로 
모든 메모리 디바이스의 직렬 데이타 출력들을.수용하도록 24 또는 72개의 와이어(wire)를 갖는다.

샘플링된  입력  텔레비젼  라인들은  제  8도에  도시된  구성에  따라  프레임  버퍼  (12)에  저장된다. 3개
의  텔레비젼  필드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프레임  버퍼(12)  메모리  공간의  총량이  메모리  필드  A,B  및 
C로서  제  8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메모리  필드  각각은  모든  메모리  디바이스내에  저장되어,  메모리 
행(MM00,  MM01및  MM02)  각각에서  메모리  공간의  1/3을  차지한다.  프레임  버퍼(12)는  3개의  비디오 
필드를  저장하는데  기여하는  각각의  메모리  블럭에  특정순으로  텔레비젼  라인들을  저장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그리고  우수(even)  필드가  먼저  수신된다고  가정할때,  제  1입력  필드의  라인  0,  2 
및  4는  메모리  행  어드레스  위치  0에  있는  상부,  중간부  및  하부  메모리  블럭에  로딩된다.  이어서, 
제  1입력  필드의  라인  6,  8  및  10이  같은  순으로  저장되지만은  여기에서는  메모리  행  어드레스  1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모든  제  1입력  필드가  저장될때까지  입력  라인들이  저장된다. 
NTSC필드가  약  240개의  액티브  라인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메모리  디바이스  전체에서는  256개의 행
이  이용가능하지만  각  메모리  디바이스에  하나의  완전  필드를  저장하는데는  단지  80개의  메모리 행
만이  필요로  된다.  제  1입력  필드(A)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프레임  버퍼  (12)  메모리  공간의  총량인 
FIELD  A로  언급되는 메모리 공간분이 된다.  이  예에서,  FIELD  A는  3개의 메모리 블럭에 걸쳐 동등하
게 분할되는 240개의 저장 행을 필요로 한다.

제  2입력  비디오  필드는  제  8도에서  FIELD  B로  언급되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  제  2필드는  85와 
동등한  어드레스  시프트(또는  옵셋)를  가지고  프레임  버퍼내에  저장되지만은,  앞과는  약간  다른 순
서로 메모리 디바이스의 제 3행부터 저장된다.

제  3입력 필드는 제  8도에서 FIELD  C로  언급되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  제  3필드는 170과  동등한 
어드레스 옵셋으로 저장되지만은, 메모리 디바이스의 제 1행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본  발명에  따라,  처음  두개의  들어오는  필드(A  및  B)들이  완전히  저장된  후에  두  필드는  병렬로 판
독되어  제  1의  고  해상도를  갖는  프레임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입력  텔레비젼  라인  및  프레임 
버퍼  행  어드레스의  상세한  분포가  제8b도에  나타나  있다.  메모리  필드  A는  3개의  메모리  디바이스 
행  모두에  저장된다.  제  1메모리  디바이스  행은  메모리  필드  A의  포션(protion)  Al을  저장하고,  제 
2메모리  디바이스  행은  포션A2를  그리고  제  3메모리  디바이스  행은  포션  A3를  저장한다.  메모리 필
드 B  및 C도 위와 같이 배치 된다.  제 9도의 타이밍 선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개의 텔레
비젼 필드의 샘플링 및 저장이 이루어진 후, 어드레싱 시퀀스가 반복된다.

주지  사항으로써,  NTSC  경우는  대략적으로  프레임당  480개의  액티브  라인,  즉  필드당  240개의 액티
브  라인을  갖는다는  점에서  240행의  저장  위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56  ×256메모리  구성의 경
우,  각  메모리  디바이스마다  단지  80개의  행만이  사용되어,  충분한  비사용  저장공간이  다음  2개의 
필드용으로서  남게된다.   역시  주지사항으로써,  이른바  프레임  “오버-스캔(over-scan)”으로 인하
여,  텔레비젼  프레임중  약  15퍼센트가  전형적으로  TV수상기상에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따라서 텔
레비젼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젼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넓고  큰  영상을  제공한다. 결과
적으로,  더  적은  수의  라인들만이  샘플링될  수  있다.  더욱이,  필드당  샘플링된  라인의  총수는 모니
터(22)상에  나타날,  다시  말해서  그래픽  스크린으로의  텔레비젼  영상의  소정의  매핑(mapping)으로 
나타날 라인수의 함수가 된다 

주로  유럽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프레임당  512개  이상의  액티브  라인을  갖는  PAL텔레비젼  표준의 경
우,  총  기억영역(full  storage)을  이용할  수  있는  바,  이는  만일  255개의  라인이  샘플링되면, 액티
브  라인들중  약  15퍼센트가  스킵(skip)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NTSC  방식에서  처럼  보통 영
상의  15퍼센트는  디스플레이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PAL  영상의 
모든  라인이  샘플링되어  저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보다  큰  메모리  디바이스,  예컨데  512 ×512
구성을 갖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HDTV포맷을  정의하는  여러가지  제안들이  있다.  가장  간단한  시도는  라인수를 배가(doubling)
하는  것이다.  따라서,  NTSC방식에  있어서는  프레임당  525개의  주사  라인  대신에  1050개의  주사 라인
을  갖도록  하고  PAL방식에  있어서는  프레임당  1250개의  주사  라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
다.  중간 시도로서는, 프레임당 1125개의 주사라인 및 1035개의 액티브 라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제안된  표준에  대해,  512  ×512구성을  갖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이용하므로
써  소정의  라인수를  충분히  샘플링할  수  있다.  최고  1536픽셀의  수평  해상도를  갖는  디스플레이가 
완전한  HDTV해상도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512×512로  구성된  메모리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전술
한  3×3형태의  메모리  구성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48개의  수평  픽셀을  갖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매우  높은  고  해상도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한하여  프레임  버퍼  (12)에  있는  HDTV  라인들을  완전히 
샘플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  프레임  버퍼  (12)  메모리  행은  4개의  메모리 모듈
을  포함하며,  전술한  3×3구현  대신에  4×3으로  프레임  버퍼를  구현함으로써  25퍼센트  증가한 메모
리  디바이스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시도에  있어서도  본  발명은  완전한  적용이  가능하며, 시리얼
라이져(24)로부터 유효한 4개중 3개의 수평 인접 픽셀이 한번에 이용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이 경
우에,  4개의  주기내에  12개의  픽셀이  수집되고  처리되며,  그동안  다음  12개의  픽셀이  3개의  클럭 주
기내에 프레임 버퍼(12)로부터 판독된다.

또다른  실시예는  8×3프레임  버퍼  구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구조는  충분한  비디오 리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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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밴드폭을  갖는  260Mhz의  비디오  픽셀  클럭을  가지고,  60Hz의  논인터레이스  주사에서, 
2048x  1536과  같은  매우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  현재의 VRAM기술
은  35  또는  40MHz의  직렬  클럭  제한을  가지므로,  하나의  프레임  버퍼(12)  메모리  행에  대해  8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8×3 구성 또한 본 발명과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

간략성을  기하기  위해서  NTSC표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지만은  본  발명은  PAL  표준  및  다른  표준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모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  해상도의  그래픽  프레임과  텔레비젼  필드는  보통  동일한  지속시간 
또는  주기를  갖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존재한다.  더욱이,  프레임의  지속시간을  특정화할  수  있는 정
밀도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비록  고  해상도의  프레임  지속시간  및  정확성이  고  해상도 디스플레
이  장치의  제작자에  의해  특정화될  수  있고  또한  시스템의  필요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긴 하지만
은,  텔레비젼  동기  파라메터들은  실제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가  사용되는  텔레비젼  표준에  의해 규
정된다.  따라서,  그래픽  디스플레이장치와  입력  텔레비젼  비디오  필드사이의  타이밍의  비 양립성
(incomlpatibility)은  고  해상도의  그래픽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텔레비젼  영상의  질에 악영향
을 끼치게 된다.

본  발명은 고  해상도의 비디오 프레임의 주기를,  적용할 수  있는 텔레비젼 표준에 의해 특정된 바에 
따라  가장  긴  텔레비젼  필드  주기보다  약간  크도록  선택하거나  대안으로는  가장  짧은  텔페비젼  필드 
주기보다  작게되도록  선택하므로써,  상기와  같은  타이밍  비양립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한다.   예
컨데,  만일  텔레비젼  표준이  60Hz±1%의  필드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래픽  디스플레이 프레
임 주파수는 60.6Hz보다 높거나 또는 59.4Hz보다 낮게 선택된다.

그래픽  프레임이  텔레비젼  필드의  지속  기간보다  긴  지속기간을  갖는  경우에  대한  본  발명의  양상이 
제9도에  타이밍  선도로  예시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  해상도의  그래픽  비디오 리프레쉬
(refresh)  프로세스는  2개의  저장된  텔레비젼  필드를  필요로  하며,  현재  디스플레이된  필드들중 하
나는 이전의 그래픽 프레임 동안 디스플레이된 것이다.

제9도의  첫번째  라인은  샘플링  프로세서의  시작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번호가  정해진  텔레비젼 필드들
의 타임 시퀀스를 보인 것이다.  라인 A(WR)는  메모리 필드 A가  샘플링된 데이타를 저장하는 때를 예
시하는  것으로  입력  필드  1,  4,  7등에  대응한다.  라인  A(RD)는  필드  A가  디스플레이의  출력에 데이
타를  제공하는  때를  나타낸다.  다음  4개의  라인들은  프레임  버퍼(12)의  메모리  필드  B  및  C에  대한 
입력/출력  시퀀스를  예시한다.   Hl-RES  FRAMES로  표시된  라인은  메모리  필드  A,B  및  C로부터 판독됨
과  아울러  모니터(22)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고  해상도  프레임을  형성하도록  결합된  텔레비젼 필드
쌍의 시퀀스를 예시한다.

예를들면,  처음에 2개의 텔레비전 필드 1  및  2가  메모리 필드 A  및  B로부터 판독되어 제 1의  고 해
상도  프레임  영상을  모니터(22)상의  디스플레이에  제공한다.  다음  2개의  텔레비젼  필드  2  및  3은 메
모리 필드 B및  C로부터 판독되어,  스크린상에서 제  2의  고  해상도 프레임이 되도록 결합된다.  고 해
상도  HRVS  및  텔레비젼  TVVS수직  동기  펄스가  또한  나타나  있다.  텔레비젼  수직  필드  주기는  고 해
상도  프레임  주기보다  짧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각각의  샘플링  주기  A(WR)  및  B(WR)은  두개의 
TVVS펄스  사이에  위치되고  그리고  각각의  판독  주기  A(RD)  및  B(RD)는  두개의  HRVS펄스  사이에 위치
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판독 프레임 버퍼(12)  메모리 필드의 시퀀스는 HRVS와  TVVS  사이 위상
차(델타)의  함수이다.  간단히  하기  위해,  샘플링  프로세스는  HRVS신호와  TVVS  신호사이의  위상차 델
타가  대략적으로  제로일때  시작된다.  델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하강하여  대략  제로값으로 
된다.

따라서,  제  9도는  텔레비젼  필드  판독  시퀀스가  (1,2),  (2,3),  (3,4),  (4,5)임을  나타내는  바, 여기
서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필드는  쌍(6,7)이  뒤따르는,  현재  디스플레이되는  필드로서 재사용된
다.  판독  시퀀스가  변경되는  시점은  델타의  측정치,  즉  TVVS와  HRVS사이의  시간차에  따라서 결정된
다.  후술하겠지만,  델타가  대략적으로  텔레비젼  필드주기와  같게  될  때  판독  메모리  필드의 시퀀스
는 변경된다.

제 9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필드 샘플링 프로세스는 대개 상기 저장된 필드가 스크린
에서  완전히  판독되기전에  이전에  샘플링되어  저장된  필드중에  하나를  새로운  필드에  겹쳐쓴다. 델
타값이  대략적으로  텔레비젼  필드  주기에  접근하게  될  때,  두개의  새로운  필드들이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판독된다.  이는  시간에  있어서의  “점프(Jump)”를  제공하여,  메모리  필드내로의 텔레비
젼  필드  저장이  끝날때  이전에  저장된  텔레비젼  필드  데이타가  완전히  판독되었음을  확실히  한다. 
델타를  측정하는  회로는  델타값이  임계  값이  될때  신호  INC를  제공한다.  INC신호는  프레임  버퍼 판
독(또는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의  순서를  인터럽트하고,  프레임  버퍼(12)의  비디오  리프레쉬 어
드레스  카운터가  인크리먼트되도록  한다.  제9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델타(델타  4)는 INC신호
를  발생시킬  때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이어서,  하나의  새로운  필드  및  하나의  이전의  필드(5  및 
6)  대신에  두개의  새로운  필드(6  및  7)가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디스플레이  출력으로  판독된다. 
비록  델타값이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끝에가서는  대략  제로로  하강하며  이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다.  델타가  다시  한번  임계값에  이르면,  또다른  INC신호가  발생하여  필드쌍(11.12)  대신에 필드쌍
(12, 13)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디스플레이 프로세스는,  관련 프레임 버퍼 (12)의  FIELD  A,  B  또는 C가 다음의 입
력  텔레비젼  필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로  됨으로  인해  텔레비젼  필드중  하나가  완전히  판독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시점까지  반복된다.   따라서  제  9도에  주어진  예를  활용하여,  텔레비젼 필드
(4.5)를  판독  및  디스플레이한  후,  두개의  새로운  필드(6,7)가  판독  및  디스플레이되고,  이어서 
(7,8).  (8,9).  (9,  10)  및  (10,11)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새로운  필드(12,  13)가  판독  및 디스
플레이된다.

27-8

특1995-0007927



프레임  버퍼  컨트롤러  (18)는  고  해상도  그래픽  수직  동기  펄스  HRVS와  텔레비젼  수직  동기  펄스 
TVVS사이에서  델타값을  결정하므로써,  필드  저장  판독  프로세서의  필드  순서를  변화시킨다.   상기 
델타가  텔레비젼  및  그래픽  프레임의  최소  오버랩핑  (over  lapping)시간보다  작을  경우  그것이 표시
하는 바는,  만일 텔레비젼 필드 판독 시퀀스가 2개의 새로운 필드를 얻도록 수정되지 않은 경우, 현
재  디스플레이되는  필드가  비록  다음의  고  해상도  그래픽  프레임  디스플레이  주기동안  다시 디스플
레이  된다하더라도,  그래픽  프레임  디스플레이  주기의  종료전  새로운  입력  텔레비젼  필드  저장을 위
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관련  FIELD가  이  주기동안  재사용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플릭커 및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 이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픽  프레임  주기가  텔레비젼  필드  주기보다  작은  경우는  상기와  동일한  기본적인  절차가 사용되
기는  하지만,  2개의  새로운  필드가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대신에  2개의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필드가 
디스플레이된다.  예컨대,  텔레비젼  디스플레이  시퀀스는  필드(1,2),  (2,3),  (3,4),  (3,4)  및 (6,7)
로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텔레비젼  필드중  하나(5)는  스킵된다.  이러한  시도는  플릭커 아티팩트
(artifact  of  flickering)를  야기한다.  그러나,  만일  텔레비젼  필드  주기와  그래픽  프레임  주기간의 
차가  1%  정도로  충분히  작은  경우,  100개의  프레임중  단지  1개가  스킵된다.  결과적으로,  플리커에 
대한 시각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상기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면,  번호  1,2,3,4,5…n으로  표시된  영상  필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
템은  (1,2),  (2,3),  (3,4),  (4,5)…  ((n-1),n),  (n,  (n+1))로  주어지는  소정의  시퀀스에  따라서 한
번에  두개의  영상  필드를  판독한다.  영상  프레임이  영상  필드보다  긴  지속시간을  갖도록  선택되는 
경우,  본  발명은  영상  프레임의  지속시간과  영상  필드의  지속시간과의  관계를  검출하고,  영상 필드
가  ((n-2),  (n-1)),  ((n-1),n)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소정의 디
스플레이  시퀀스를  변경한다.  영상  프레임이  영상  필드보다  짧도록  선택되는  경우,  본  발명은  영상 
필드가  ((n-2),  (n-1)),  ((n-2),  (n-1))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소정 시퀀스를 변경한다.

주지  사항으로,  두개의  필드(하나는  기수이고  하나는  우수임)가  프레임  버퍼  (12)  출력에서 이용가
능하다.

따라서,  “스플리팅(splitting)”  아티팩트없이  고  해상도의  논인터레이스  모니터상에  인터레이스 
텔레비젼 프레임이 디스플레이되도록 하는데 이용가능한 두개의 필드가 항상 존재한다.

델타  계산은  제10도의  타이밍  선도로  예시되어  있다.  시간  구간  RDI,  RD2등은  프레임 버퍼(12)로부
터의  판독  주기에  대응하고,  시간  구간  WRI,  WR2등은  프레임버퍼(12)로의  기입  주기에  대응한다.   
구간  RDI  동안,  프레임  버퍼(12)의  해당  위치가  구간  WRI에서  새로운  텔레비젼  필드에  의해서 갱신
되기전  판독  프로세스가  완료된다.  구간  RD2는  기입이  끝났을  때  바로  판독이  완료되기  때문에, 동
일한  메모리  필드내로의  기입  및  이곳으로부터의  판독이  “안전(safe)”한  최종  구간이  된다. 따라
서  HRVS펄스  2  이후에,HRVS  펄스(3)과  (4)사이의  고  해상도  주기동안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되도록  INC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로  된다.  델타값,  즉  TVVS와  HRVS의  발생사이의 
시간은  델타+THR>=2TTV일때  경고신호를  제공하는  바,  여기서  THR은  고  해상도의  프레임  주기이고 
TTV는 텔레비젼 필드 주기이다.

안전성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느린  텔레비젼  필드  주파수가  61Hz이고  고  해상도  필드의 
주파수가  59Hz인  것으로  가정하면,  TTV=1/61=16939ns,  THR=1/59=16949ns가  되므로  델타=2TTV-THR= 

15387ns가 된다.

델타를 측정하기 위해 TVHS주기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NTSC에서의 TVHS주기는 TTV/262.5= 
16393/262.5=62.5ns와  같은  바,  여기서  262.5는  1필드에서의  텔레비젼  라인수이다.  그러므로,  만일 
TVVS와  HRVS사이의  TVHS  펄스수가(델타/62.5)=246보다  크게  되는  경우,  이는  INC신호가  발생되어야 
함을 표시한다. 

INC신호가  발생된  후  델타는  계속해서  중가하지만,  INC는  델타가  246보다  작게  될때까지  다시 발생
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프레임  버퍼  (12)로  억세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적당한  데이타 
흐름을 제공하는 제어회로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시리얼라이져(24)  및  프레임  버퍼(12)의  연결이  제11도에  보다  상세히  나타나  있다.  시리얼라이져 
(24)는,병렬  로딩  기능을  구비하며  실질적으로  시프트  레지스터인  3개의  동일한  콤포넌트  SER0, 
SER1 및 SER2를 포함한다. 이 시프트 레지스터들은 비디오 클럭 VCLK를 시프트 클럭으로서 
이용하며,  카운터  CNT(24a)의  액티브  출력동안  프레임  버퍼(12)로부터  로드(load)된다.  CNT(24a)는 
VCLK를  3으로  분할하여,  시리얼라이져들  SER0-SER2내로  레지스터를  로드하기  위해  하나의 VCLK주기
를  제공하는  한편  레지스터로부터  데이타를  시프트하기  위해  2개의  VCLK주기를  제공한다. 레지스터
들  사이에  있는  멀티플렉서들은  로드하는  동안  프레임  버퍼  직렬  데이타  출력  SO사이에  있는  해당 
레지스터들의  입력을  스위칭하고,  그리고  시프트하는  동안  이전  레지스터들의  출력을  스위칭한다. 
카운터  CNT(24a)의  출력은  또한  프레임  버퍼  (12)의  2차  포트로부터  데이타를  시프트하기  위한  직렬 
클럭 SCLK로서 이용된다 

프레임  버퍼  컨트롤러(18)가  제12도에  예시되어  있다.  컨트롤러(18)는  텔레비젼  어드레스 발생기
(50),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51),  델타  발생기  (52),  상태  머신(53),  프레임  버퍼 어드
레스 멀티플렉서(54) 및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멀티플렉서(55,56,57)를 포함한다 

TV  어드레스  발생기(50)는  멀티플렉서(54)에  프레임  버퍼  기입  어드레스  WRA를  제공함과  아울러, 프
레임  버퍼  (12)내로의  텔레비젼  데이타의  샘플링(저장)동안,  프레임  버퍼  기입  제어를  위한  WRAS0, 
WRAS1,  WRAS2행  어드레스  스트로브를  발생시킨다.  제8a  및  8b도와  관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기입 
어드레스  시퀀스는  기수  필드와  우수  필드중  어느것이  샘플링  되는지에  관한  함수로써,  이  시퀀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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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필드가  기입된  후  반복된다.  추가로,  각  텔레비젼  라인은  RAS  스트로브의  제어하에서  메모리 
디바이스의  행들중  한행내로  저장된다.  TV  어드레스  발생기(50′)는  TV  디코더(16)  또는 SYNC선택기
(18a)로부터  TVVS  및  TVHS신호를  수신하는  한편,  상태  머신(53)에  의해  발생된  신호  RAS를,  프레임 
버퍼(12)의  메모리  디바이스  행들중  어느  행이  샘플링된  TV데이타를  저장해야만  하는가에  따라 3개
의 출력 WRAS0, WRAS1 및 WRAS2중 하나에 스위칭된다.

델타  발생기(52)는  텔레비젼  수평  동기  신호  TVHS의  1주기의  정확성을  가지고  TVVS와  HRVS사이의 시
간을  측정하므로써,  INC신호를  발생시킨다.  델타  발생기(52)는  또한  타이밍  제어를  위해  HRHS를 이
용  한다.  발생기(52)의  INC출력은  또한  델타의  값이  샘플링  프로세스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작은지에 
관한 표시로서 상태 머신(53)에 입력된다.

상태  머신은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  샘플링  인에이블  명령  SAMPLEEN을  수신한다.   SAMPLEEN신호가 
액티브일때,  상태  머신(53)은  판독  또는  기입  주기에  필요한  RAS타이밍을  발생시킨다.  RES신호는 어
드레스  발생기  (50)  및  (51)에서  카운터를  알맞게  세트시키기  위해  각  SAMPLEEN신호  다음에 발생된
다. 

TVVS는  상태  머신(53)이  텔레비젼  프레임의  시작으로부터  샘플링을  개시하도록  한다.  신호  R/W의 극
성은  판독  주기와  기입  주기중  어느  주기가  수행되는지를  표시한다.  기입주기는  각  TVHS  신호다음에 
시작되며,  액티브  텔레비젼  라인동안  지속된다.  판독  주기는  HRHS신호에  대응한다.  샘플링된 텔레비
전  데이타를  프레임  버퍼  (12)의  1차  포트내에  기입하는  프로세서는,  샘플링된  텔레비젼  라인을 프
레임  버퍼의  2차  포트로  전송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HRHS를  인터럽트  하는  바,  여기서  HRHS는 
SCLK에 의해 시리얼 라이져 (24)로 시프트된다.

상태  머신(53)에  의해  리세트된후,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51)는  프레임  버퍼  어드레스 
멀티플렉서  (54)에  일련의  프레임  버퍼  (12)  판독  어드레스  RRA0,  RRA1  및  RRA2를  제공한다. 어드레
스  발생기(51)는  또한  프레임  버퍼  (12)  비디오  리프레쉬  기간동안  액티브인  3개의  행  어드레스 스
트로브  RRAS0,  RRAS1  및  RRAS2를  발생시킨다.  상태  머신(53)으로부터  나오는  RAS신호는 RRA0-2스트
로브를  발생시키는데  있어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  (51)를  보조한다.  추가로,  비디오 리프
레쉬  어드레스  발생기(51)는  주사  제어  디바이스(26)에  SCANCNTR신호를  발생시킴과  아울러 보간기
(26a)에  보간  동작  제어신호  lOP를  발생시킨다.   이들  마지막  2개  신호의  기능에  대해서는 후술하기
로 한다.

멀티플렉서  (55,56,57)는  TV어드레스  발생기(50)로부터의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또는  비디오 리프레
쉬  어드레스  발생기(51)로부터의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각각  판독  및  기입  주기동안  프레임 버퍼
(12)에 도달하도록 한다. 멀터플렉서는 상태 머신(53)으로부터 나오는 신호 R/W에 의해 제어된다.

프레임  버퍼  (12)의  어드레스  멀티플렉서(54)는  기입  주기동안  프레임  버퍼  (12)  어드레스  버스 
FBAD를  TV어드레스  발생기(50)의  WRA버스에  연결시키고,  판독  주기  동안에는  상기  어드레스  버스 
FBA0를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  (54)의  RRA0-2  버스에  연결시킨다.  멀티플렉서(54)는 예컨
데  판독  주기동안에는  로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이인  상태  머신(50)으로부터  나오는 R/W신
호에 의해 제어된다.

주목할  사항으로,  판독  주기동안  신호들  RRAS0,  RRAS1  및  RRAS2는  각각  판독  어드레스  RRA0,  RRA1 
및  RRA2를  멀티플렉서(54)의  출력으로  스위칭한다.  그러므로,  기입  주기동안,  모든  프레임  버퍼(12) 
메모리  디바이스는  공통적으로  어드레스  WRA에  의해  주소지정  되지만은,  메모리  행들중  단지 하나만
이  RAS0,  RAS1  또는  RAS2의  제어하에서  기입을  인해  인에이블된다  판독  주기동안,  3개의  서로  다른 
어드레스  RRA0,  RRA1  및  RRA2가  프레임  버퍼  어드레스  버스에  인가되는  바,  이들  어드레스는 RRAS0-
2에  의해  시간-멀티플렉싱된다.  따라서.  메모리  디바이스의  각  행은  자신과  관련된  어드레스를 받아
들이고,  이어서  3개의  서로  다른  라인들이  메모리  디바이스의  2차  포트로  로드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라인들은 병렬로 그리고 SCLK와 동기적으로 판독된다.

간략성을  위해,  메모리  디바이스외  열  어드레스  제어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
은 메모리 디바이스 동작의 양상은 통상적인 것이며, 특정 VRAM디바이스의 스펙에 따라 수행된다.

델타  발생기가  제13도에  제14도의  타이밍  선도를  참작하여  블럭선도로  예시되어  있다.  카운터  CNT는 
TVVS에  의해  리세트되며,  TVHS를  클럭으로서  이용한다.  HRVS펄스는  CNT출력을  레지스터  Rl내로 로드
한다.  따라서,  레지스터  Rl에  저장된  값은  텔레비젼  라인  주기에서  표현된  델타값을  나타낸다.   이
것의 수는 255보다 작으므로, CNT 및 Rl에 대해 8비트의 해상도만으로 충분한다 

호스트  컴퓨터는  시스템  설정  시간동안  임계  델타값을  레지스터  R2내에  저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NTSC방식의  경우,  델타의  임계값은  246과  같다.  비교기  CMP는  Rl  및  R2의  출력을  비교하여, 
게이트  ANDI  및  AND2의  제어를  제공한다.   추가로,  게이트  ANDl  및  AND2의  다른  입력들은  제14도에 
보인 타이밍 선도에 따라, 각 HRVS동안 HRHS의 길이를 갖는 펄스를 제공하는 XOR의 출력에 
연결된다.

만얼  Rl<R2이면,  XOR의  출력이  AND2를  통과하고,  플립플롭  FF4를  리세트시킨다.  만일  Rl>R2이면,   
ANDI의  출력은  FF3를  “1”로  세트시켜  INC펄싱이  시작되도록  한다.  다음,  HRHS입력은  FF4를 세트시
키고,  FF4는  또한  AND2를  스위칭  오프한다.  다음  HRHS는  FF3를  리세트시켜,  이에  따라  INC의  펄심이 
종료된다.  한편,  FF4는  FF4의  Q출력으로부터  OR게이트를  통해  D입력으로  이어지는  피드백으로 인하
여 세트상태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1NC는  델타값이 레지스터 R2에  저장된 수보다 클  때  한번 발
생되며,  델타  발생  회로(52)는  Rl에  저장된  데이타가  R2에  저장된  데이타보다  적게  된후에만 INC신
호를 다시 발생시킬 준비로 들어간다. 

TV어드레스  발생기(50)는  2개의  주요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블럭은  스트로브  WRAS0-2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써  제15도에  예시되어  있고,  제  2블럭은  WRA어드레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써  제16도에 
예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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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도의  F/F(66),  F/F(67)  및  F/F(68)은  우수  필드의  초기에는  TVVS펄스에  의해  각각  상태 1,0,0으
로  세트되고,  기수  필드의  조기에는  각각  상태  0.0,1로  세트된다.  TVHS펄스는  F/F(66),  F/F(67)  및 
F/F(68)에  있는  데이타를  각각의  새로운  텔레비젼  라인으로  시프트한다.  상태  머신(53)은  샘플링이 
인에이블 된 후 게이트(69)에 RAS 스트로브를 인가한다.

우수  필드동안,  제  1의  샘플링된  텔레비젼  라인은  RAS신호로부터  형성되는  WRAS0신호를  동반한다. 
이어서,  제1TVHS펄스는  SAMPLEEN이  액티브가  된후  F/F(66),  F/F(67)  및  F/F(68)에  있는  데이타를 상
태  010으로  시프트하며,  RAS스트로브로부터  WRAS1이  형성된다.   다음  TVHS펄스는  상기  F/F등의 데이
타를  상태  001로  시프트하며,  RAS스트로브로부터  WRAS2가  발생된다.  F/F(68)의  출력에서  F/F(66)의 
입력으로의  연결로  말미암아,  제  4라인이  샘플링될  동안  데이타  패턴  100이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우수  필드동안  제  1의  샘플링된  라인이  메모리  디바이스의  제  1  행에  저장되고,  다음  라인이  제8a 
및 8b도에 따라 제 2행등에 기입된다.

기수  필드동안에.  제  1의  샘플링된  텔레비젼  라인은  WRAS2신호를  동반하고,  제  2의  샘플링된 텔레비
젼  라인은  WRAS0을  그리고  제  3의  샘플링된  텔레비젼  라인은  WRASI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제 1라인
은 메모리 디바이스의 제 3행에, 제 2라인은 제 1행에 그리고 제 3라인은 제 2행에 각각 저장된다.

우수  필드  선택기(60)는  TVVS와TVHS펄스간의  위상차를  검사한다.  우수  필드의  경우,  위상은  0이고 
선택기(60)의  출력은  하이가  된다.  기수  필드의  초기  동안은  위상이  텔레비젼  라인  주기의  1/2과 같
으며,선택기(60)의  출력을  제로로  스위칭한다.  그러므로,  우수  필드의  경우,  상태 머신(53)으로부터
의  RES신호는  F/F(63)를  리세트시키고,  이것의  출력은  TVVS가  게이트(65)의  출력상에  나타나도록 하
여  F/F(66)가  세트되고  F/F(68)이  리세트된다.  F/F(67)은  항상  TVVS에  의해  리세트된다.  기수 필드
동안,  F/F(63)는  세트되고,  게이트(64)의  출력은  F/F(68)를  세트시킴과  아울러  F/F(66)를  제로로 리
세트시킨다.

제16도의 기입 어드레스 발생기는 입력이 데이타 버스 DB에 연결된 3개의 데이타 레지스터
(70,71,73)를  포함하고  있다.  호스트  컴퓨터는  시스템  설정  시간동안  이들  레지스터내로  값  0,  85 
및 170을 기입한다.

카운터  (76)의  상태에  따라,  멀티플렉서(73)는  레지스터  (70),  (71)  또는  (72)중  어느  하나를 카운
터  (74)의  입력에  연결시킨다.  카운터  (74)에는  멀티플렉서(73)의  출력으로부터  나오는  TVVS펄스에 
의해 로드되며,  기수 필드 동안에는 신호 WRAS1에  의해 그리고 우수 필드 동안에는 신호 WRAS2에 의
해  인크리먼트된다.  카운터  (74)의  카운터  제어는  예시된  방식으로  논리(75)에  의해  제공된다. 카운
터(76)는  TVVS신호에  의해  클럭되며,  텔레비젼  수직  동기  주파수를  3으로  분할한다.  게이트(77)는 
RES펄스가  카운터(76)를  세트하는지  아니면  리세트  하는지를  제어한다.  만일  샘플링  프로세스가 우
수  필드로부터  시작되면,  카운터(76)는  리세트되고,  샘플링  프로세스가  기수  필드로부터  시작되면 
카운터(76)는  세트된다.  결과적으로,  샘플링  프로세스는  샘플링될  제  1필드가  우수이면  제로 어드레
스로부터  시작되고,  만일  샘플링된  제  1필드가   기수이면  85와  같은  어드레스로부터  샘플링 프로세
스가 시작된다.

게이트(78)의  출럭  또한  F/F(79)를  세트하며,  이  F/F(79)는  다시  샘플링  게이트(78)를  디세이블   
(disable)한다 F/F(79)는 SAMPLEEN신호가 패시브(passive) 상태인 동안 리세트된다.

제16도의  회로에  있어서,  샘플링  프로세스의  초기이고  만일  제  1의  샘플링된  TV필드가  우수라면, 카
운터  (76)는  어드레스  제로가  카운터(74)내로  로드되도록  한다.   제15도에서,  WRAS0,  WRAS1  및 
WRAS2가  발생된  후에는,  카운터  (74)가  인크리먼트되어  프레임  버퍼(12)에  다음  3개의  텔레비젼 라
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본  예에서는  기수  필드인  다음  필드에서의  제  1라인 샘
플링동안,  카운터  (76)가  인크리먼트되어,  레지스터  (71)에  저장된  값  85가  카운터  (74)에 로드되도
록  한다.  이어서,  WRAS2는  샘플링된  데이타를  프레임  버퍼  (12)  메모리  디바이스의  제  3행의  행 어
드레스(85)내로  로드한다  다음  2개의  라인도  행  어드레스(85)내로  샘플링  되지만은,  WRASO  신호에 
의해서는  제  1메모리  행  MM00-02으로  그리고  WRAS1에  의해서는  제  2메모리  행  MM10-12로  들어간다 
WRAS1신호는  카운터(74)를  어드레스(86)로  인크리먼트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기수  필드가 
완전히  샘플링될때까지  상기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다음(우수)  필드가  샘플링되면,  카운터  (76)는 
다시  인크리먼트하여  R72에  저장된  수  170이  카운터내로  로드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기입 어드
레스 시퀀스는 제8b도에 보인 것과 대응한다 

제17도에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51)가  예시되어  있다.  판독  주기동안,  상태  머신(53)은 
F/F(81,82)에  의해  지연되는  RAS신호를  제공하여  제18도의  타이밍  선도로  도시된  바와  같이  3개의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RRAS0,  RRAS1  및  RRAS2가  생성되도록  한다.  제12도에  보인바와  같이,  프레임 
버퍼  (12)의  판독(비디오  리프레쉬)동작시,  각  스트로브는  관련  멀티플렉서(55),  (56)  또는  (57)를 
통해  프레임  버퍼(12)의  메모리  디바이스에  연결되고,  각  RRAS  신호의  하강  에지(falling  edge)는 
대응  어드레스  RRA0,  RRA1  및  RRA2를  멀티플렉서(54)를  통해  프레임  버퍼(12)로  인에이블한다. 결과
적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메모리 행은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를 수신한다.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는  3개의  RAM메모리  디바이스  RAMO(83),  RAM1(84)  및  RAM2(85)에  의해 발
생된다.  RAM0(83)은  메모리  칩의  상부  행에  대한  어드레스  시퀀스를  제공하고,  RAM1은  중간부  행에 
대한  어드레스  시퀀스를  제공하며,  RAM2는  하부  행에  대한  어드레스  시퀀스를  발생시킨다. RAM(83-
85)은  공통적인  어드레스  버스를  갖는데,  이  어드레스의  상부  비트는  카운터  CNTI(88)에  의해 제공
된다.  CNT1(88)는  샘플링  시작점에서  RES신호에  의해  제로로  리세트된  후  카운트를  시작하며, 이어
서  모듈로  6으로  카운트한다.  RAM(83-85)의  하부  어드레스  비트는  카운터  CNT2(87)에  의해  공급되는 
고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라인수와  대응한다.  CNT2(87)는  HRVS신호에  의해  리세트되고,  이어서 HRHS
신호를 클릭으로서 이용하여 고 해상도 라인수를 카운트한다. .

프레임  버퍼  (12)의  출력에  TV디코더가  없는  제  2도의  경우와  관계하여,  RAM(83-85)에  저장된 어드
레스의  시퀀스가  제21도에  예시되어  있다.  제21도는  기입  어드레스  분포를  나타내는  제8b도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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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잘  이해될 것이다. 제8b도에 따르면, 필드 0과 1이 이미 샘플링되어 있고 그리고 필드 2가 현
재 샘플링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필드 0  및  1은  프레임 버퍼(12)로부터 판독되어,  이들 2개의 
필드가  결합되어  형성   되는  논인터레이스  프레임을  제공한다.  주목  사항으로,  기수  필드는 최종적
으로  샘플링된  필드가  되므로  보간  프로세스에서  현재의  필드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수  라인이 스
크린상에 나타날때, 이 우수 라인은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보간기(26a)의 입력으로 직접 
보내지고,  우수  라인이  디스플레이될때,  이  우수  라인은  2개의  기수  라인(하나는  우수  라인의 상부
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수  라인의  하부에  놓임)과  함께  프레임   버퍼(12)로부터  판독된다. 결과적
으로,  보간기(26a)의  입력에  모두  3개의  라인이  공급된다.   보간기  (26a)는   3개의  인접하게 수직위
치된  픽셀들을  비교하는  바,  여기서  상기  3개의  픽셀중  2개는  “현재”의  기수  라인에  속하고, 나머
지  하나는  “이전”의  우수  라인에  속한다.  상기  비교  결과를  토대로,  보간기(26a)는  이전의  픽셀이 
스크린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할지  아니면  3개  모두의  픽셀의  평균  픽셀값이  스크린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주지  사항으로써,  다른  실시  예에서는  픽셀값들의  다른  조합이  이용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평균 픽셀값 대신에 두개의 현재 픽셀에 대한 보간값이 스크린으로 전송될 수 있
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보간을  위해서는  3개의  라인이  필요로  된다.  보간기(26a)로  하여금  라인이 
출력을  통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직접  보간하도록  하는데  있어  SCANRAM(86)이  이용된다. 
SCANRAM(86)은  “보간연산(interpolation  operation)”  비트  lOP를  제공한다.  만일  lOP가  제로이면 
보간이 행해지지 않고, lOP가 1이면 보간이 행해진다.

제21도의  제  1열은  디스플레이되는  라인번호를  나타낸다.  만일  라인  1이  디스플레이되면,  이는  필드 
버퍼  B3어드레스(85)로부터  판독된다.  만일  라인  2가  디스플레이되면  3개의  라인이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판독 되는데, 메모리 필드 B3의 위치 85,  메모리 필드 A2의 위치 0  및 필드 B의 위치 85
로부터 판독된다.

lOP필드는  보간기(26a)에  픽셀값을  보간하든지  아니면  이들  값을  직접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전송하
도록  지시한다.  그  어드레스  시퀀스는  제8a도에  제공된  정보로부터  직접  계산된다.  다음,  필드  1  및 
2가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판독된다.  그  어드레스  시퀀스는  제8a도에서  필드  1  및  2의  기입 어드
레스로부터  유도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한  필드쌍  조합에  대해  다른  어드레스  시퀀스들이 유도
된다.  필드쌍(0,1),  (1,2),  (2,2),  (2,3),  (3,4),  (4,5)  및  (5,6)으로부터  판독을  행하는데  있어 6
개의  서로  다른  시퀀스가  존재한다.  필드(6,7)는  필드(0,1)와  같은  방식으로  판독되고,  필드(7,8)는 
필드(1,2)와 같은 방식으로 판독된다.

제17도의 CNTI(88)은 다음에 어떤 필드쌍이 판독되는지를 선정하는 값을 제공한다.

만일  필드쌍(1,2)가  판독된  후  INC신호가  발생되면,  비디오  리프레쉬  어드레스  발생기(51)는 필드쌍
(2,3)의  판독을  스킵하는  동작을  함과  아울러  필드쌍(3,4)을  판독한다.  따라서  INC신호는 CNTI(88)
이 인크리먼트되도록 하여, 다음 어드레스 시퀀스가 필드쌍(2,3) 대신에 (3,4)를 판독하도록 한다.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간기  (26a)의  입력에  나타나는  라인  순서는  일관적이어야만  한다. 예
컨데,3개의  연속  라인  1,2,  및  3은  “상부”  및  “중간부”  및  “하부”라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상부”라인들은  보간기(26a)의  동일  입력에  인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보
간기가  3개의  입력  버스를  갖게되면,  하나의  버스는  항상  “상부”라인만을  수신하고  또하나의 버스
는  항상  “중간부”라인만을  수신하며,나머지  하나의  버스는  항상  “하부”라인만을  수신해야만 한
다.  그러나,  만일  보간기(26a)의  입력  버스들이  시리얼라이져(24)의  직렬  출력에  직접  연결되고 또
한  시리얼라이져가  프레임  버퍼(12)  메모리  디바이스의  상부,  중간부,  및  하부  행의  직렬  출력에 연
결된  경우에는,  시리얼라이져(24)의  입력상에  나타나는  라인들의  순서는  제21도의  라인  순서  열에 
보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된다.

본  발명의  양상에  따르면,  라인들의  순서는  제19도에  예시된  주사  제어  디바이스(26)  블럭에  의해 
보정된다.  시리얼라이져(24)(제11도)로부터  나오는  직렬  비디오  데이타  버스  SD0,  SD1  및  SD2는, 제
17도의  SCANRAM(86)의  출력으로부터  나오는  6비트  SCANCNTR입력에  의해  제어되는  3개의  멀티플렉서 
MUX0(90),  MUX1(91)  및  MUX2(92)에  결합된다.  SCANRAM(86)에  의해  출력되는  SCANCNTRCODE가  또한 제
21도에  나타나  있다.  SCANCNTR  CODE를  이용하므로써,  MUX0(90)의  상부  라인(TL)출력은 보간기(26a)
에 상부 라인을 제공하고, MUX1(91)의 중간부 라인(ML) 출력은 항상 중간부 라인을 제공하며, 
MUX2(92)의 하부 라인(BL) 출력은 항상 하부 라인을 제공한다.

TV디코더  (16)가  주사  제어  디바이스(26)뒤에  배치된  제  3도의  경우에,  또다른  라인  시퀀스  코드가 
제17도의  RAM(83-86)내로  로드된다.   TV디코더(16)는  동일한  필드로부터  3개의  라인을  수신하여 휘
도  및  색도(Y,C)신호를  재기억한다.  제22도에  예시된  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표는 일부 관점에서 제21도에 예시된 표와 유사하며,  라인 2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라인 0,2  및 
4가  프레임  버퍼로부터  판독됨을  보여주고  있다.  필드  버퍼,  행  어드레스  및  라인들의  순서에  관한 
소정 시퀀스가 또한 제22도에 예시되어 있다.

보간기(26a)  및  TV디코더(16)이  모두  제공되어  있는  제  4도의  경우에,  보간기(26a)는  여전히  두개의 
필드로부터  3개의  라인을  수신하며,  TV디코더(16)  역시  총  4개의  라인에  있어서,  상기  필드로부터 3
개의  라인을  수신한다.  프레임  버퍼(12)로부터는  단지  3개의  라인만이  판독되는데  3개  이상의 라인
을  병렬로  제공  하기  위해서는,  라인들이  TV리코더(16)에  의해  디코딩된후  보간기  (26a)에  필요한 
라인들을 제공하기 위해 라인 메모리 (34)가 이용된다.

제20도는  라인  메모리(34)들을  보다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라인  메모리(34)는  3개의  라인 메모리
(LM1(34a),  LM2(34b)  및  LM3(34c))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메모리들  각각은  1개의  TV라인을 저장한
다.  TV디로더(16)로부터  나오는  데이타는  3개의  라인  메모리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프트된다.  라인 
메모리의  출력은  제23도의  표에  보인  바와  같이  보간기  (26a)에  필요한  텔레비젼  라인  시퀀스를 제
공한다.   라인  1.3  및  5는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TV더코더  (16)로  판독되며.  TV디코더  (16)는 라
인  3을  추출하여  라인  메모리  LM3(34c)에  전송한다.   다음,  라인  2,4  및  6이  프레임  버퍼 (12)로부
터  판독되고,  라인  4가  TV디코더  (16)에  의해  디코딩되어  LM3(34c)에  저장되며,  라인  3이 LM2(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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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프트된다.   다음 주기에서,  라인 3,5  및  7이  프레임 버퍼 (12)로부터 판독되고,  라인 5가 TV디
코더  (16)에  의해  디코딩되어  LM3(34c)에  저장되며,  라인  4가  LM2(34b)로  시프트되고.  라인  3이 
LM1(34a)로  시프트된다  따라서,  LM3,  LM2  및  LM1의  출력은  보간기  (26a)에  정착한  라인  시퀀스를 제
공한다.

비록  본  발명은  특정  메모리  디바이스  및  구성과  특정  텔레비젼  표준등에  관하여  상술하였지만은, 
본  할명의  실시가  단지  전술한  실시예들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와  관계하여  예시  및  설명되었지만은,  본  기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자
이면  본  발명의  범주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형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순차적으로(sequeiltially) 제공되는 영상 필드로 구성된 인터레이스 영상(interlaced 
image)을  표시하는  영상  신호를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image  display  means)에  결합하여  디스플레이 
프레임  (display  frame)동안  디스플레이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영상  필드를  디지탈  형태로 제공
하는 수단과; 입력이 상기 영상 필드 제공수단에 결합되고 출력이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에 
결합되며,  적어도  3개의  영상  필드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수의  저장위치를  구비하는  버피  메모리 수
단과  ;  상기  영상  필드  제공수단에  의해  현재  제공되는  영상  필드를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에 기입
함과  아울러  상기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이전에  저장된  2개의  영상 필드
를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으로부터  판독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은  각각이 최
소한  3개의  영상  필드중  한  필드의  포션(portion)을  저장하는  다수의  메모리  블럭으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이 각각 3개의 영상 필드중 한  필드의 로션을 저장하는 다수
의 메모리 블럭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메모리 수단은 메모리 블럭 각각이 3개의 영상 필드중 한  필드의 포션을 
지정하는  3×3배열로된  9개의  메모리  블럭,  4×3배열로된  12개의  메모리  블럭  또는  8×3배열로된 24
개의  메모리  블럭으로  구성되며,  상기  영상  필드  각각은  다수의  영상  라인으로  구성되며,  저장된 영
상 필드중 한  필드는 인터레이스 영상의 우수 라인으로 구성되고,  저장된 영상 필드중 한  필드가 인
터레이스 영상의 기수 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1,2,3,4,5.  .n…으로  표시된  연속으로  제공되는  영상  필드에  대해,  상기  판독 수단
이  (1,2),  (2,3),  (3,4)·  (4,5)  ‥‥  ((n-1),n)  및  (n,  (n+1))로  주어지는  소정  시퀀스에  따라 상
기 영상필드를 한번에 2개씩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영상  필드가  그와  관련된  제  1시간  지속기간을  갖고,  상기  디스플레이 프
레임이 그와 관련된 제  2시간 지속기간을 가지며,  상기 판독 수단이 상기 제  1시간 지속기간과 상기 
제  2시간  지속기간의  차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  시퀀스를  주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시간  지속기간은  제  2시간  지속기간과  다르며,  제  2시간  지속기간과 동기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프레임은  영상  필드의  가장  긴  지속기간보다도  긴  지속시간을 가
지며,  상기  소정  시퀀스는  영상  필드가  ((n-2),  (n-1),),  ((n-1),n)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프레임이  영상  필드의  가장  짧은  지속기간  보다도  짧은 지속기간
을  가지며,  상기  소정  시퀀스는  영상  필드가  ((n-2),  (n-1)),  ((n-2),  (n-1))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신호가  합성  칼러  텔레비젼  신호를  포함하며,  디지탈  신호  제공  수단과 
버퍼  메모리  수단사이에  직렬로  결합되어,  휘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와,  색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  및  텔레비젼  수직  동기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로  상기  디지탈  신호를  디코딩하는  수단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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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신호가  합성  칼러  텔레비전  신호를  포함하며,  버퍼  메모리  수단과 논인터
레이스  디스플레이  수단에  직렬로  결합되어,  휘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와,  색도를  표시하는 디지
탈  신호  및  텔레비젼  수직  동기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로  상기  디지탈  신호를  디코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신호가  합성  텔레비젼  신호를  포함하고,  디지탈  신호  제공  수단과 디스플
레이  수단사이에  직렬  결합되어,  상기  디지탈  신호를  디코딩하고  이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제  1수직 
동기  신호를  추출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며,  상기  판독  수단이  제  1수직  동기  신호,  및  디스플레이 
수단과 관련된 제 2수직 동기 신호에 결합되어,  제1  및 제 2수직 동기 신호 발생간의 시간차를 검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판독  수단이  제1  및  제  2수직  동기  신호  발생간의  소정  시간차가  검출될때 
상기 소정 시퀀스를 변경시키고,  상기 소정 시간차는 다음 영상 필드를 저장하기 위한 관련 버퍼 메
모리  저장  위치가  요구되기전  영상  필드를  판독하기  위해  불충분한  시간량이  유용하게  됨을 표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

청구항 13 

다수의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영상  필드로  구성된  인터레이스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신호를, 논인터레
이스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  1버퍼  수단에  제  1영상  필드를 
저장하는 단계와 ;  제 2버퍼 수단에 제 2영상 필드를 저장하는 단계와 ;  상기 제1 및 제 2버퍼 수단
을 판독하는 단계와  ;  상기 제1  및 제 2영상 필드를 단일 영상 프레임으로서 논인터레이스 영상 디
스플레이  수단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와  ;  상기  판독  단계를  수행함과  아울러.  제  3버퍼  수단에  제 
3영상  필드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메모리  블럭으로  구성된  버퍼  메모리  수단이  그 
안에  상기  제1,2  및  3버퍼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메모리  블럭은  상기  제1,2  및  3영상 필드
의 포션(portion)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1,2,3,4,5.  .n.  으로  표시된  영상  필드에  대해,  상기  판독  단계가  (1,2),  (2,3), 
(3,4),  (4,5)‥‥((n-1),n),  (n,  (n+1))로  주어지는  소정  시퀀스에  따라  상기  영상  필드를  한번에 2
개씩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각  영상 필드가 그와 관련된 제  1시간 지속기간을 갖고,  영상 프레임이 그와 관련
된 제 2시간 지속기간을 가지며,  상기 판독 단계가 상기 제 1시간 지속기간과 상기 제 2시간 지속기
간간의  시간적  관계(temporal  relationship)를  결정하는  단계와,  소정의  시간적  관계와의  비교에 응
답하여  상기  소정  시퀀스를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시간  지속기간은  상기  제  2시간  지속기간과  다르며,  제  2시간 지속기간
과 동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프레임은  영상  필드의  가장  긴  지속기간보다도  긴  지속기간을  가지며, 
상기  변경  단계는  상기  영상  필드가  ((n-2),  (n-1)),  ((n-1),n)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
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상기  소정  시퀀스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
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프레임이  영상  필드의  가장  짧은  지속기간보다도  짧은  지속기간을 가지
며,  상기  변경단계는  상기  영상  필드가  ((n-2),  (n-1)),  ((n-2),  (n-1))  및  ((n+1),  (n+2))로 주어
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상기  소정  시퀀스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
플레이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신호는  합성  텔레비젼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저장  단계는  휘도를 표시
하는  디지탈  신호와,  색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  및,  텔레비젼  수직  동기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로 
상기  합성  텔레비젼  신호를  디코딩하는  초기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
레이 방법.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신호는  합성  텔레비젼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는  휘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와,  색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  및,  텔레비젼  수직  동기  신호를  표시하는 신
호로  상기  합성  텔레비젼  신호를  디코딩하는  초기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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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인터레이스  영상  신호와  관련된  제 1
수직  동기  신호의  발생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과  관련된  제  2수직  동기  신호의  발생간의  시간차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 2수직 동기 신호 발생간의 소정 시간차가 검출 
될 때, 상기 소정 시퀀스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단계가  수행되기전  상기  저장된  영상  필드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단계는,  기수 영상 필드 및  우수 영상 필드와 관련된 3개의 수직 배치된 
픽셀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단계는,  단일로  디스플레이되는  픽셀값을  유도하기  위해  적어도  2개의 
수직 배치된 픽셀을 보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단계는,  단일로  디스플레이되는  픽셀값을  유도하기  위해  3개의  수직 배
치된 픽셀의 평균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방법. 

청구항 27 

우수  필드  라인으로  이루어진  제  1영상  필드와  기수  필드  라인으로  이루어진  제  2영상  필드로 구성
된  인터레이스  텔레비젼  비디오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  신호를,  논인터레이스의  고  해상도  영상 디스
플레이  수단에  결합하여,  고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프레임동안  디스플레이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  2영상  필드를  디지탈  형태로  제공하는  수단과;  입력이  상기  제1  및  제  2영상  필드  제공 
수단에  결합되고  출력이  상기  고  해상도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에  결합되며,  적어도  3개의  영상 필드
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수의  저장위치를  구비함과  아울러,  각각  3개의  영상  필드중  한  필드의  포션을 
저장하는  (n)×(m)배열(n,m는  1보다  큼)의  메모리  블럭으로  구성된  프레임  버퍼  메모리  수단과  ; 상
기 영상 필드 제공 수단에 의해 현재 제공되는 영상 필드를 상기 프레임 버퍼 메모리 수단에 기입함
과  아울러,  상기  영상  디스플레이  수단에  의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이전에  저장된  2개의  영상  필드를 
프레임  버퍼  메모리  수단으로부터  판독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
레이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1,2,3,4,5…n.  .으로  표시된  연속으로  제공되는  영상  필드의  경우,  상기  판독 수
단은  (1.2),  (2,3),  (3,4),  (4,5)…((n-1),n),  (n,  (n+1))로  주어지는  소정  시퀀스에  따라  상기 영
상 필드를 한번에 두개씩 판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고  해상도  프레임  주기와  텔레비젼  필드  주기간의  위상차를  결정함과  아울러 출력
이  상기  판독  수단에  결합되어,  상기  판독  수단으로  하여금  상기의  소정  시퀀스를  주기적으로 변경
시키도록하는 위상차 결정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고  해상도 프레임 주기가 텔레비젼 필드 주기의 가장 긴  지속기간 보다도 긴 
지속기간을  가지며,  상기의  소정  시퀀스는  상기  영상  필드가  ((n-2),  (n-1)),  ((n-1),n)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고  해상도  프레임  주기가  텔레비젼  필드  주기의  가장  짧은  지속기간  보다도 
짧은  지속기간을  가지며,  상기의  소정  시퀀스는  상기  영상  필드가  ((n-2),  (n-1)),  ((n-2),  (n-1)) 
및  ((n+1),  (n+2))로  주어지는  시퀀스로  디스플레이되도록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  비디오  신호는  합성  컬러  텔레비젼  신호이며,  상기  디지탈  신호 제
공수단과  상기  프레임  버퍼  메모리  수단사이에  직렬  결합되어,  휘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와, 색
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  및  텔레비젼  수직  동기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로  상기  디지탈  신호를 디
코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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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젼  비디오  신호는  합성  컬러  텔레비젼  신호이며,  상기  프레임  버퍼 메
모리  수단과  상기  논인터레이스  디스플레이  수단에  직렬  결합되어,  휘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와, 
색도를  표시하는  디지탈  신호  및  텔레비젼  수직  동기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로  상기  디지탈  신호를 
디코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버퍼 메모리 수단과 상기 고  해상도 디스플레이 수단 사이에 직렬 결
합되어,  다수의  수직  배치된  텔레비젼  영상  픽셀을  수신함과  아울러  이로부터  하나의  고  해상도 영
상 픽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픽셀  수신  및  발생수단의  입력에  직렬  결합되는  다수의  텔레비젼  라인 
버퍼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6 

제27항에  있어서,  본  장치를  호스트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결합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청구항 37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위상차가  식  델타  +THR>=2TTV(여기서,  THR은  고  해상도  디스플레이 프
레임  주기이고  TTV는  텔레비젼  필드  주기임)와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

청구항 38 

제27항에  있어서,  (m)은  3과  같고,  (n)은  3,4  또는  8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
레이 장치 .

청구항 39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텐레비젼  라인  버퍼  수단에  결합되어,  상기  라인  버퍼  수단의  내용이 
상기  영상  픽셀  수신  및  발생  수단에  나타나는  순서를  변경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영상 신호 디스플레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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