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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종래의 인터레이스 비디오의 입력으로부터 진행성 스캔 신호를 발생하기 위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데이터는 데이터의 필드간 시간 동안 모션 신호(26)를 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세서(1)에서 수

신된다. 상기 모션 신호는 잡음-간섭된(noise-corrupted) 비디오 소스들에 의하여 유발된 에러들을 줄이기 위하여 

필터링되며, 그 다음으로 선정된 모션 신호를 뽑아내기 위하여 다시 필터링된다. 에지 정보(30)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집적된 진행성-스캔 신호(36)를 생성하기 위하여 배치되며 상기 모션 신호와 결합되고,

이에 따라 잡음에 덜 민감하고 뚜렷한 에지 및 모션 신호들을 갖는 이미지가 발생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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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모션 적응형 인터레이스-대-진행성-스캔 변환(interlace-to-progressive-scan conversion)의 플로 차트.

도 2는 모션 발생 프로세스와 에지 검출 신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갖춘 모션 적응형 인터레이스-대-진행성-스

캔 변환의 플로 차트 분해도.

도 3a 및 도 3b도는 모션 신호를 판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도시적인 예.

도 4a 내지 도 4d는 고속 메디안 필터링 프로세스(fast median filtering process)의 도식적인 표현도.

도 5는 에지 검출의 도식적인 예.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스캔-라인 비디오 프로세서[SVP(＃1)]

2 : SVP(＃2) 4 : 에지 검출기

16, 22 : 필드 지연 20 : 1-라인 수평 지연

27 : 시간적 필터 29 : 공간적 필터

44 : 비선형 함수 45 : 중간 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디스플레이 시스템 상의 모션 비디오 시퀀스(motion vi

deo sequence)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텔레비전이 아날로그 시스템(analog system)으로부터 디지털 시스템으로 진행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 중의 하나가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대상물 묘사시 생긴다.

대상물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에, 모션 중인 대상물의 곡선(curve), 대각선(diago

nal) 및 다른 특징들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에지, 즉 대상물의 경계(boundary)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 

에지의 한 예는 청색 배경에 대한 적색 공의 곡선일 수 있다. 그러나, 연속 이미지의 라인 대신에 개별 셀을 갖는 픽셀

화된 디스플레이에서는, 에지 완전성(edge integrity)을 유지하기 더 어렵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종래의 텔레비전들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1 기간 동안 모든 다른 라인을 그리고, 다음으로

제2 기간 동안 누락된 라인들을 그리는 인터레이스 형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모든 라인이 같은 기간 동안 '그려지는

' 진행성 스캔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에서는, 제2 기간으로부터 누락된 데이터가 보간(interpolatio

n)되어야만 한다. 이동하는 대상물의 보간은 자체에 에러를 갖는 인공(artifact) 또는 가시적 이미지(visual image)를 

생성한다.

공과 같은 대상물 상의 둥근 모양의 에지(rounded edge)들은 정지된 때에는 어떠한 문제도 제공하지 않는다. 커브들

은 정지대상물의 이전 필드 데이터(field data)를 사용함으로써 매끈해진다. 이전 필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커브는 계단 또는 톱니형 에지(serrated edge)와 매우 유사한 모습의 들쭉날쭉한 에지(jagged edge)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대상물이 이동할 때에는, 현 필드와 이전 필드간의 상호연관성(correlation)의 결여로 인하여 이전의 필드 데

이터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현 필드를 사용하는 선 평균화 기법(line averaging technique)이 종종 

보간 프로세스를 위하여 사용된다. 간단한 선 평균화 기법은 블러링(blurring) 및 톱니형 에지에 의하여 입증되는 인

식 해상도의 저하 문제를 수반한다. 이러한 가시적 인공 이미지(visual artifact)들은 데이터의 실제 에지 내용을 고려

하지 않는 보간 프로세스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까지 사용되어온 적응 기법들은 이동형 에지들을 해결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종국 화면은 고화질 텔레비

전(High-Definition Television : HDTV) 또는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가능한 일반적인 선명한 화면의 장점을 떨어뜨

리는 위에 언급된 톱니형 에지와 같은 인공 이미지들을 갖는다.

디지털 텔레비전에서 사용가능한 명확도(clarity)와 선명도(sharpness)를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이동형 에지를 

묘사하도록 허용하며, 또한 프로세싱 요구의 큰 증가 없이 진행성 스캔의 고속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몇몇의 방법이 

요구된다.

인터레이스-대-진행성-스캔 변환 프로세스가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다. 상기 프로세스는 모션-보상 보간(motion-co

mpensated interpolation)을 사용한다. 상기 프로세스는 메디안-필터 프레임간 차이 신호(median-filtered inter-fr

ame difference signal)를 사용하여 모션 검출을 수행하며, 고속 메디안 필터링 프로시저(fast median filtering proc

edure)를 사용한다. 상기 프로세스는 원래의 인터레이스 화면으로부터의 에지 방위(edge orientation)를 사용하여 

에지 적응형이 된다. 상기 프로세스는 원래의 인터레이스 화면에서 찾을 수 있는 에지의 완전성을 보존하는 적응 보간

프로세스를 역시 제공하면서도 잡음에 덜 민감한 모션 검출을 제공한다. 상기 프로세스의 결과는 선명한 이동형 에지

와 더 적은 잡음을 갖는 화면이 되며 전체적으로 관찰자에게 더 좋은 화면 표시의 결과가 된다.

본 발명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와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을 위하여, 다음의 자세한 설명이 이제 첨부된 도면과 관련

하여 참조된다.

모션 적응 인터레이스-대-진행성-스캔 변환(IPC)이 각각의 필드가 완전한 프레임으로 인터레이스 되는 2개의 선과 

다른 모든 선들을 갖는 인터레이스 스캐닝 방식에 기인된 인공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IPC 기법은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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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및 필드간 값(inter- and intra-field value)들을 따르는 모션 신호 k의 가중된 합을 사용한다.

IPC 방법의 한 예가 도 1에 도시된다. 도 1에서는, 단지 어떠한 신호가 언제,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지적하기 위하여 

검토가 행해진다. 지연후의 신호의 기능과 목적들이 도 2에서 검토될 것이다.

휘도 신호, Y는 경로(10)를 따라서 스캔-라인 비디오 프로세서(Scan-line Video Processor : SVP, ＃1)로 전달된다

. 상기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경로(12)를 따라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SVP(＃2)로 전달된다. 경로(14)는 Y를 전달받

아 'FIELD DL'(16)에서 상기 신호를 한 필드 지연시킨다. 이러한 지연된 필드는 곧바로 경로(18)를 따라 SVP(＃2)로

전달된다. 그러나, 이미 한번 지연된 신호는 SVP(＃1)로 전달되기 전에 '1H'(20)에서의 1-라인 수평 지연(one-line 

horizontal delay)과 'FIELD DL'(22)에서의 또 다른 필드 지연을 거친다. 이제 2번 지연된 신호가 경로(24)를 통하여

SVP(＃1)로 전달된다.

SVP(＃1)은 3개의 신호를 발생한다. 제1 신호는 라인(26)의 k'이다. 이는 1 필드 지연되며 라인(28)의 모션 신호 k를

발생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시 프로세싱 된다. 에지 정보가 SVP(＃1)의 라인(30) 상에 존재하며 SVP(＃2)로 전달

된다. SVP(＃2)는 다음의 입력들을 갖는다: 라인(12) 상의 원래의 휘도 신호 Y, 라인(18) 상의 한번 지연된 Y 신호, 

라인(28) 상의 모션 신호 k, 라인(30) 상의 에지 정보 신호; 및 각각의 라인(32 및 34) 상의 2개의 색상 차이 신호, R-

Y 및 B-Y. SVP(＃2)는 라인(36) 상의 휘도 사전 스캔(proscan)을 위한 출력 신호 Y p 와 라인(38) 상의 색상 차이 

신호 R-Y p 및 B-Y p 들을 갖는다.

만일 SVP의 용량이 충분히 크고 충분히 빠르다면, SVP(＃2)에서 수행된 프로세스들은 SVP(＃1)의 다른 부분에서 

수행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검토의 편의상, 2개의 SVP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

해하기가 쉽다. 또한, 사용된 프로세서의 형태는 전혀 SVP일 필요도 없다. 다른 프로세서들이 이러한 알고리즘을 구

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와 실질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모션 신호 프로세싱

이제 도 2를 참조하여 사전스캔 출력 Y p 를 발생하는 점에서 다양한 신호들과 그들의 기능을 살펴보자. 도 2는 각 S

VP의 내부 프로세스의 더 자세한 방식을 도시한다. 상단의 파선 박스에 둘러싸인 영역은 도 1의 SVP(＃1)이다. 원래

의 Y 신호는 다시 라인(10)상에 있게 된다. 상기 신호가 SVP(＃1)로 전달될 때에, 라인(14 및 40)이 라인(10)으로부

터 분기된다. 라인(14) 상의 신호는 모션이 감지되는 방법으로 인하여 'FIELD DL'(16)에서 1 필드 동안 지연된다. 모

션의 크기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 필드와 2번 지연된 필드 사이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러한 한번 지연

된 휘도 필드는 경로(18)를 따라 SVP(＃2)로 전달된다. 경로(14)는 지연된 필드들 사이의 어떠한 기수/짝수 라인 미

스매치(mismatch)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1H' 지연(20)으로 계속 접속된다. '1H'는 필드를 1 수평 라인만큼 지연시킨

다. 다음으로, 상기 필드는 'FIELD DL'(22)에서 다시 지연된다. 이러한 2번 지연된 필드는 경로(24)를 따라서 전달된

다. 한편, 경로(10) 상에서 시스템에 전달되는 현 필드는 경로(24) 상의 2번 지연된 필드를 감하게(subtract) 되며, 이

는 2 필드의 값을 비교하게 해준다.

이러한 모션 신호 판정의 도식적인 표현이 도 3a와 도 3b에 도시된다. 현 필드를 2번 지연된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도 

3a에 있는 차이 부호(difference sign)로부터 필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도 3b에서, 이전 필드로부터의 픽셀 Z뿐만 

아니라 모션 신호 k를 사용하여 공간적 이웃 픽셀 X와 관련된 보간 픽셀 X가 판정된다. 이 러한 다이어그램은 도 5를 

참조하여 더 검토될 모션 신호와 에지 정보에 대한 개념들을 모두 제공한다.

비교값이 부호화된 수이기 때문에, 이는 9비트를 갖는다. 'ABS'(42)에서 상기 값의 절대값이 취해짐으로써, 이는 8-

비트 수로 줄여진다. 다음으로, 비선형 함수 'NL'(44)가 중간 필터(45)로 전달하기 위하여 8 비트를 4 비트로 줄인다.

메디안 필터링 처리가 도 4a에 도시된다. 모션 신호를 메디안 필터링함으로써, 어떠한 포인트 잡음(point noise) 소스

라도 제거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모션 신호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가장 작은 잡음 타겟 데이터를 찾기 위하여, 

중간 필터는 이웃 데이터 포인트의 값을 사용하여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겟 데이터를 찾는다.

단지 본 처리의 특정한 예로서 사용된 메디안 필터링 기법은 5-분기 메디안 계산을 수행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표현한다. 실행 시간과 프로그램 인스트럭션(instruction)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많은 디지털-신호-처리(Digital-Signa

l-Processing : DSP)는 빠르고 효과적인 처리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처리의 실시간 구현에는 실행 시간과 인스트

럭션 공간으로 인하여 비용이 매우 많이 들게 된다.

SVP(＃1)과 같은 스캔-라인 비디오 프로세서의 현재의 구성에서 가능한 910 인스트럭션들 중 본 발명보다 종래의 

기법에서는 거의 277 인스트럭션들을 요구하는 반면, 본 프로시저에서 사용된 5-분기 메디안 필터 처리는 전체 181 

인스트럭션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고속 메디안 필터 알고리즘의 사용은 종래의 알고리즘과 비 교하여 인스트럭션 공

간 면에서 약 35%의 절약을 제공한다.

5-분기 메디안 필터를 수행하기 위한 종래 기법은 다음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MED(a, b, c, d, e) = MAX[ min(a, b, c), min(a, b, d),

min(a, b, e), min(a, c, d), min(a, c, e), min(a, d, e),

min(b, c, d), min(b, c, e), min(b, d, e), min(c, d, e)]

또는

MED(a, b, c, d, e) = MIN[ max(a, b, c), max(a, b, d),

max(a, b, e), max(a, c, d), max(a, c, e), max(a, d, e),

max(b, c, d), max(b, c, e), max(b, d, e), max(c, d, e)]

보통, L-요소 시퀀스의 경우, 종래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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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시퀀스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팩토리얼 표현은 L-요소 

시퀀스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잡도(complexity)가 팩토리얼 형태로 증가함을 뜻한다. 이에 비해, 본 고속 메디

안 필터의 복잡도는 L-요소 시퀀스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인 형태로 증가한다. 따라서, 실행 시간과 인스트럭션 공

간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본 발명의 메디안 필터 처리를 사용하여 큰 복잡도의 메디안 필터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변수 V 0 , V 1 , V 2 , V 3 및 V 4 들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간될 포인트를 둘러싸거나 그 포인트를 포함

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나타낸다. 단계(46)에서, 주어진 값들 중의 2개가 비교되어 이들 중의 극값(extreme)을 제거

한다. 이러한 필터링 프로세스는 메디안 결정을 위하여 최대값을 처리하고 최소값을 사용하거나, 또는 메디안 결정을

위하여 최소값을 처리하고 최대값을 사용한다. 그 결과 후의 절차는 5개의 입력들의 중간값을 찾는 것이다. 검토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최대값 또는 최소값들이 '극값'들로 언급될 것이다. 만일 도 4b가 최대값이 처리

되는 구현이라면, 단계(46)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능한다. 만일 V 1 이 V 0 이상이라면, S 0 은 0이 되며, 만

일 그렇지 않다면, S 0 은 1이 된다. 만일 S 0 이 0이라면 라인(52) 상의 단계(50)의 출력은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

이 V 0 이 된다. 이는 V 0 이 V 1 보다 작거나 같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처리는 단계(54)까지 계속되며, 극치 D 0 내지 D 3 의 집합은 4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집합은 단계(56)에 의하여 3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C 0 내지 C 2 의 집합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 단계(58과 60)에

서는, 3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들이 상기 3개의 변수들의 반대 극값을 찾기 위하여 저장된다. 예를 들어, 만일 C 0

내지 C 2 의 값들이 3개의 최대값들이라면, 단계(58과 60)는 3개 중의 최소값이 어떤 값인지를 판정한다. 그러면, 이

값이 중간값이 된다.

상기 예는 5-분기 메디안 필터이다. 그 미만이나 그보다 초과한 분기들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추가의 정

확도 이점이 요구된 인스트럭션들의 수보 다 더 이상 크지 않을 때까지 SVP 인스트럭션들의 수가 증가될 것이다. 그

러한 기점은 각각의 설계자들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5-분기 필터가 인스트럭션의 개수(count)

와 획득된 정확도 사이에서 최적의 타협안인 것으로 판정된다.

이제 도 1과 도 2로 돌아와서, 다음으로 라인(26) 상의 메디안 필터의 출력이 도 1의 동일한 라인 상에 도시된 k'처럼 

피드백 루프로 보내진다. 신호 k'은 시간적인 필터에 입력으로 사용된 모션 신호이다. 모션 신호 k' 상에 수행되는 남

은 처리가 도 2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파선(27)은 라인(26)으로부터의 모션 신호 k' 상에 수행되는 처리를 나타낸

다. 이러한 단계는 메디안 필터링 처리로부터 판정된 값과 관련하여 직렬의 필드 지연 라인 'FIELD DL'과 수평 지연 '

1H'를 사용하여 신호들을 시간적으로 필터링한다.

파선(29)은 시간적인 필터링 이후 수행되는 공간적 필터링(spatial filtering)을 포함한다. 공간적 필터링 단계는 둘 

모두가 라인(28) 상의 SVP(＃1)로부터의 출력인 최종 모션 신호 k의 모션을 뽑아내는 것을 담당하는 수직 저역 통과 

필터(Vertical Low Pass Filter) 'VLPF'와 수평 저역 통과 필터(Horizontal Low Pass Filter) 'HLPF'를 포함한다.

시간적 필터(27)와 공간적 필터(29)는 공간적인 면에서 모션 신호를 밖으로 뽑아내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신호의 어떠한 잡음이나 에러들이라도 전파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필터 앞에 메디안 필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

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장점은 메디안 필터가 잡음을 제거하고 이웃 픽셀에 잡음을 전파하 는 것을 방지하며, 결국 훨

씬 깨끗한 화면을 얻게된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된 또 다른 문제점은 모션에 관련된 에지의 판정이다. 에지 판정과 모션 신호 처리들이 2개의 별개 사안이며

개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반면에, 에지 정보는 실제적으로 모션이 존재하는 때에만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모션 신호 처리는 누락된 라인의 보간을 위해 사용되는 에지 정보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에지 검출

이제 도 1과 도 2를 다시 참조하여, 제1도의 라인(30) 상의 에지 정보 출력을 검토하자. 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다이

어그램이 도 2에 도시된다. 에지 검출기(43)는 경로(40)를 따라서 한번의 수평 라인 지연된 휘도 신호와 원래의 휘도 

신호인 라인(10)의 입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처리가 도 5에 도식적으로 나타나 있다.

도 3b와 유사하게, 픽셀 X는 이웃 픽셀 A - F를 갖는다. 에지의 방향은 리던던트(redundant) 에지 방향을 포함하지 

않은 상단 이웃 픽셀들과 하단 이웃 픽셀들의 어떠한 조합으로도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D, BE 및 CF들은 모두

수직 에지들이며 한 방향보다 많은 방향의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한 에지 방향은 AE, AF, BE, CD와 

CE들이다. AE와 BF들은 CE와 BD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에지들이다. AF 등의 이러한 설정은 2개의 변수들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을 설정한다. AF는 A - F의 절대값이다. 만일 5개의 값 AE, AF, BE, CD와 CE의 최대값에서 이러한 

값들의 최소값을 뺀 값이 선정된 문턱값(threshold value)보다 크다면, 에지의 방향은 5개의 값들의 최소값으로 선택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에지는 BE 또는 수직 방향으로 판정된다. 이러한 것을 구현하는 한 방법은 각각의 가능한 

에지 방향에 제2 SVP로 전달된 값을 할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SVP(＃2)에 어떠한 보간이 사용될 것인지를 알려

주게 된다.

도 2로 돌아와서, 이러한 에지 정보는 경로(30) 상에서 SVP(＃2)로 전달된다. 경로(30) 상의 에지 정보가 '픽셀 선택'

단계(70)에서 원래의 휘도 신호와 수평 라인-지연 휘도 신호를 결합시킨다. 이때, SVP는 A, B 또는 C(도 3b 참조)로

부터의 한 픽셀과 D, E 또는 F로부터의 한 픽셀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이러한 2개의 픽셀들은 다음에 가

중-평균 보간의 라인 평균 성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상기 2개의 신호들은 똑같이 1/2로 가중되어 결합

된다. 이렇게 처리된 신호는 라인(18)으로부터의 필드 지연된 휘도 신호와 라인(28) 상의 모션 신호 k로 처리되는 'MI

X'로 라인(76)을 따라 입력된다. 라인(36) 상의 종국 출력(resulting output)은 보간 사전스캔(proscan) 출력 신호 Y 

p 이다.

또한, 색상 차이 신호 R - Y와 B - Y들은 라인 평균을 사용하여 계산되어 SVP(＃2)의 라인(38과 39) 상으로부터 출

력된다. 이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모든 것들이 SVP(＃1)과 같은 동일한 SVP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에지 정보와 모션 신호들이 SVP(＃2)로 전달되는 대신에 차후의 프로세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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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상기 프로세스는 인터레이스 신호가 더 뚜렷한 에지와 모션을 갖는 진행성 스캔, 또는 사전스캔으로 변환되는 것을 

허용한다. 화면 내의 이동중인 대상물들은 더 깨끗한 에지들을 가지며, 관찰자에게 더 좋은 화면을 제공한다. 또한, 전

체의 프로세스가 SVP의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 내에 구현될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IPC 프로세스에 필요한 스캔-라인 비디오 프로세서들 내에 미리 장착될 수 있다. 위의 모든 단

계들이 한 프로세서의 다른 사용가능한 영역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인터레이스-대-진행성 스캔 프로세스를 위한 특별한 실시예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되었지만, 다음

의 청구범위에 설명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특정 참조들이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

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데이터의 개선된 프로세싱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회로;

b. 상기 회로 안에 있으며,

i. 상기 데이터 내의 모션 및 에지 신호(motion and edge signal)를 검출하는 동작;

ii. 복수의 수신된 데이터 값들로부터 선택된 값들과 이전 비교 결과들의 쌍에 대한 일련의 비교로서 구현되는 고속 

메디안 필터(fast median filter)에 의해 상기 모션 신호를 필터링하여 잡음을 감소시키는 동작;

iii. 시간적 및 공간적 필터들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확산(spreading)시키는 동작; 및

iv. 상기 필터링된 모션 신호와 상기 에지 신호를 사용하여 순차-스캔 신호(progressive-scan signal)를 생성하는 동

작

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 및

c. 상기 순차-스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의 개선된 프로세싱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비디오 데이터의 프로세싱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데이터를 프로세서 안으로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데이터로부터 모션 신호를 판정하는 단계;

c. 상기 데이터 내의 에지 정보를 찾아내는 단계;

d. 고속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여,

i. 복수의 수신 데이터 값들로부터 선택된 데이터 값들과 이전 비교 결과들의 쌍간의 일련의 비교를 수행하여, 제1 방

향으로의 극대값(extreme value)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 및

ii. 상기 극대값들의 쌍을 비교하여 상기 극대값들의 집합 중에서 반대인 제2 방향으로 가장 극대인 하나를 결정하여, 

필터링된 모션 신호내의 중앙값(median value)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작들의 시퀀스를 실행시킴으로써, 상기 모션 신호를 필터링하는 단계;

e. 상기 에지 정보와 상기 필터링된 모션 신호를 비디오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단계; 및

f. 상기 필터링된 모션 신호와 상기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순차-스캔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3.
개선된 모션 신호의 생성 방법에 있어서,

a. 프로세서에서 비디오 신호 내의 데이터 필드간의 모션 크기로부터 모션 신호를 판정하는 단계;

b. 고속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여,

i. 복수의 수신 데이터 값들로부터 선택된 데이터 값들과 이전 비교 결과들의 쌍간의 일련의 비교를 수행하여, 제1 방

향으로 극대값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 및

ii. 상기 극대값들의 쌍을 비교하여 상기 극대값들의 집합들 중에서 반대인 제2 방향으로 가장 극대인 하나를 결정하

여, 필터링된 모션 신호내의 중앙값을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작들의 시퀀스를 실행시킴으로써, 상기 모션 신호로부터 에러들을 제거하고, 필터링된 모션 신호를 생

성하는 단계;

c. 상기 필터링된 모션 신호를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필터링하여 3번 필터링된 모션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d. 차후의 프로세싱을 위하여, 상기 3번 필터링된 모션 신호를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모션 신호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에지 정보를 찾아내는 단계가,

a. 프로세서에서 제1 이산 에지 방향들의 집합간의 최소 차이값을 찾아내는 단계;

b. 상기 차이값이 선정된 문턱값보다 큰가를 판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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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만일 상기 차이값이 상기 문턱값보다 크다면 상기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에지 방향을 상기 차이값으로 선택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기 최종 에지 방향을 수직방향으로 설정시키는 선택 단계; 및

d. 상기 최종 에지 방향을 전달하는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수신 데이터 값들은 2N + 1개의 데이터 값들을 포함하며,

일련의 비교를 수행하여 제1 방향으로의 극대값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는,

최소-극대값(least-extreme value)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비교를 수행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수신 데이터 값들로부터 제1 쌍의 값들을 비교하여 상기 제1 쌍 중 어느 것이 상기 제1 방향으로 최대 극

대값(most extreme value)이며, 상기 제1 쌍 중 어느 것이 최소 극대값인지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최소 극대값을 상기 복수의 수신 데이터 값들로부터의 또 다른 데이터 값과 비교하여 또 다른 최대 극대값과 최

소 극대값을 식별하는 단계; 및

모든 데이터 값들이 비교될 때까지 상기 최소 극대값과 또 다른 데이터 값을 비교하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수신 데이터 값들로부터 상기 최소 극대값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수신 데이터 값들 중 N개가 제거될 때까지 일련의 비교를 수행하는 상기 단계 및 최소 극대값을 제거하

는 상기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여기서, 남게 되는 N+1개의 값들이 제1 방향으로의 극대값들의 집합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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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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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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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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