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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TV에서 SDTV급 4:3소스를 방송국에서 업컨버팅 해서 16:9 HDTV의 크롭(crop) 모드로 송출할 

때, 또는 NTSC 아날로그 방송을 16:9 모니터에서 크롭(crop) 모드로의 시청시에 화면 좌우에 생성되는 블랙 매트를 

소비자취향의 색상과 문양으로 OSD를 이용하여 콘트롤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crop)과 상기 크

롭(crop)이 위치해야 할 모니터의 좌표를 기억하는 메모리와,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입력되는 신호를 분석

하고 해당 신호에 부합되는 크롭(crop)과 좌표가 선택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마이컴과, 상기 메모리와 마이컴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크롭(crop)과 좌표를 선택하는 크롭(crop) 선택 및 좌표 처리부와, 상기 크롭(crop)

선택 및 좌표 처리부에서 처리된 크롭(crop)을 OSD를 통해 비디오/오디오 디코더를 통해 나온 영상 데이터와 블랜딩

한 후 모니터로 출력하는 결합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크롭(crop), 블랙 매트, HDTV, DTV 방송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1b, 1c, 1d, 1e, 1f는 일반적인 화면전환 기능의 모드설정에 따라 표시된 화면을 나타낸 도면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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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b)는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에 따른 실시예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블랙 매트 100 : 마이컴

110 : 메모리 120 : 크롭 선택 및 좌표 처리부

130 : 사용자 인터페이스 140 : OSD

150 : 결합부 160 : 비디오/오디오 디코더

170 : 모니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HDTV에서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소비자 의 취향을 고려한 크롭(crop) 모드 설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HDTV 의무 방송시간이 주당 10시간 정도여서 1920×1080i 또는 1280×720P이상의 화질을 갖는 순수 HDTV

소스를 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상기 순수 HDTV 소스는 1920i×1080i 또는 1280×720p 이상의 화질을 갖는 영상, HDTV카메라로 제작하거나 필

름영화를 화질의 열화 없이 HDTV로 전환한 경우, 단위프로그램의 최소 50% 이상이 HDTV 소스로 구성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HDTV 모니터(Ready TV)와 일체형 HDTV에서 접할 수 있는 화면은 기존의 아날로그 TV에서 보

아 왔던 고스트 현상은 없지만 그다지 깨끗하지 못한 아날로그 4:3 방송을 1920×1080i로 업컨버팅(up converting)

한 화면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기 화면비가 4:3인 아날로그 소스를 업컨버팅해서 16:9로 보내는 방법에는 크롭(crop), 와이드(wide), 줌(z

oom), 스펙타클(spectacle), 텍스트(text) 모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방송은 대부분 와이드 모드로 보내고 있고, HDTV 카메라로 제작한 순수 HDTV 방송시작 전후의 광고 방송은 

크롭(crop) 모드(4:3모드)로 보내고 있다.

현재는 HDTV모니터가 4:3과 16:9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어떤 방식이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방송국에서 화면비가 4

:3인 아날로그 소스를 업컨버팅해서 16:9 화면비로 보낼 때 크롭(crop) 모드로 보내지 않는 한 16:9의 HDTV를 가진

사람은 옆으로 뚱뚱한 화면(wide)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HD 모니터는 1080i 의 입력을 받더라도 화면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에 블랙 매트가 있는 크롭(cr

op) 모드로의 모드전환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HD급 모니터들은 HD입력을 받을 때 화면 변환기능(크롭(crop), 와이

드, 줌, 스펙타클, 텍스트)이 와이드로 고정된다.

이렇게 와이드로 고정하는 것은 일종의 영상처리과정에서 하드웨어의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순수 HD 카메라로 제작된 HD 영상물에 있어서는 4:3 HD 모니터를 소유한 사람은 홀쭉한 화면(squeeze) 또는

화면의 위, 아래에 블랙 매트가 있는 레터박스(letter box) 모양으로 TV를 시청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화면비 16:9의 HDTV 모니터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SD급 카메라고 제작한 제작물은 우리가 실제 HD 방송전

후의 광고 방송에서 보아 왔듯이 좌우에 블랙매트가 있는 크롭(crop) 모드로 보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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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에서 블랙매트 부분에 새로운 색깔과 문양을 넣지 않고 보낸다면 시청자들은 항상 검정 색의 좌우 바(bar)를 

봐야 하는 불편 아닌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HD급 일체형 TV나 분리형(ready) TV들은 NTSC 아날로그 방식의 수신장치(tuner부)를 포함하고 있

어서, 기존의 4:3 화면비의 아날로그 방송에 익숙한 시청자가 16:9의 화면비를 갖는 HDTV 수상기를 통해 NTSC 아

날로그 방송을 시청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뚱뚱한 와이드 화면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크롭(crop) 모드로 시청을 원할 것인데, 이것도 좌우의 검은 바(bar)가 시청자들의 눈을 

상당히 거슬리게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4:3모드를 16:9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롭(crop)모드 이외에 줌(zoom), 스펙타클(spectacle), 

텍스트(text) 모드가 있으며, 상기 각각의 모드를 실제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도면은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a, 1b, 1c, 1d, 1e, 1f는 일반적인 화면전환 기능의 모드설정에 따라 표시된 화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a과 같은 4:3 화면비의 영상이 16:9 화면비를 갖는 TV로 입력된다고 가정할 때, 도 1b은 와이드 모드로 나타낸 

도면으로, 화면이 전체적으로 옆으로 늘어난 형태로 뚱뚱한 화면을 나타낸다.

그리고 도 1b은 크롭(crop) 모드를 선택한 경우로, 화면은 4:3 화면비로 표시되며, 양측에 블랙 매트(10)가 형성된다.

도 1c은 줌 모드를 선택한 경우로, 4:3 화면비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으나 화면의 위아래의 특정 부위가 잘려 나가

게 된다. 방송 시에 나오는 자막부분이나 방송국의 로고 부분의 조금 잘려 나가는 불편 또한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 1e은 스펙타클 모드를 선택한 경우로, 화면의 가운데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반면 좌우로 갈수록 와이

드로 되는 언발란스 한 모드이다. 따라서,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일 때 시청자에 따라서는 어지러움을 호소 할 수도 있

다.

또한 도 1f은 텍스트(Text) 모드를 선택한 경우로, 전체적으로는 도 1d에서 나타내고 있는 상기 줌 모드와 비슷하며, 

줌 모드와 같이 위아래의 자막부분이 잘리지 않고 윗 부분만 즉, 방송국의 로고 부분이 잘려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모드에 장단점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TV소스가 16:9인 DTV 방송이 아닐 경우 4:3화면비 를 16:9로 본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롭(crop) 모드의 경우 방송국에서 크롭(crop)모드의 블랙 매트를 따로 처리해

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색상으로 보내지 않는 한 4:3화면을 손상시키지도 않으면서 옆으로 뚱뚱하게 보이지도 않는 

크롭(crop)모드의 블랙 매트 좌우 바는 사용자에게 매우 큰 시청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디지털 TV에서 SDTV급 4:3소스를 방송국

에서 업컨버팅 해서 16:9 HDTV의 크롭(crop) 모드로 송출할 때, 또는 NTSC 아날로그 방송을 16:9 모니터에서 크

롭(crop) 모드로의 시청시에 화면 좌우에 생성되는 블랙 매트를 소비자취향의 색상과 문양으로 OSD를 이용하여 콘

트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무선 리모트 콘트롤러 혹은 TV수상기의 전면 패널)를 이용하여 

각각의 방송상황에 맞는 크롭(crop)을 설정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의 특징은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

crop)과 상기 크롭(crop)이 위치해야 할 모니터의 좌표를 기억하는 메모리와,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입력되

는 신호를 분석하고 해당 신호에 부합되는 크롭(crop)과 좌표가 선택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마이컴과, 상기 메

모리와 마이컴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크롭(crop)과 좌표를 선택하는 크롭(crop) 선택 및 좌표 처리부와, 

상기 크롭(crop) 선택 및 좌표 처리부에서 처리된 크롭(crop)을 OSD를 통해 비디오/오디오 디코더를 통해 나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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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블랜딩 한 후 모니터로 출력하는 결합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있다.

이때, 상기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 또는 TV 전면 패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인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상기 모니터의 좌표는 블랙 매트로 설정된 영역의 좌표값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의 특징은 SD급 4:3 소스에서 업

컨버젼 하여 16:9 HD급으로 송출하는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에 있어서,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화

면 변한 기능의 모드입력신호가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와, 입력신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현재 입력되는 영상신호

가 16:9 크롭(crop) 모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16:9 크롭(crop)모드가 아니면 오리지널 영상을 

출력하고, 16:9 크롭(crop)모드이면 기 저장된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crop)을 모니터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

된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 중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크롭(crop)을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크롭을 기 저장된 좌표값에 의해 블랙 매트에 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블랙 매트에 위치된 크롭과 비디

오/오디오 디코더를 통해 나온 영상 데이터를 블랜딩하여 모니터에 출력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데 있다.

이때, 상기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은 방송의 패턴에 따라 스포츠, 문화예술, 드라마, 영화, 오락, 뉴스 프로그램 등 다

양한 장르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는 세부 디렉토리로 각각 구분되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성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설명에 앞서, 크롭(crop)을 16:9 크롭(crop)모드의 좌우 블랙 매트라고 정의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와 같이,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crop)과 상기 크롭(crop)이 위치해야 할 모니터의 좌표를 기억하는 메모리와, 무

선 리모트 콘트롤러 또는 TV 전면 패널 등을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130)에 의해 입력되는 신호를 분석하고 해당 

신호에 부합되는 크롭(crop)과 좌표가 선택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마이컴(100)과, 상기 메모리(110)와 마이컴

(100)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크롭(crop)과 좌표를 선택하는 크롭(crop)선택 및 좌표 처리부(120)로 구성

된다.

그리고 상기 크롭(crop) 선택 및 좌표 처리부(120)에서 처리된 크롭(crop)을 OSD(140)를 통해 비디오/오디오 디코

더를 통해 나온 영상 데이터와 블랜딩 한 후 모니터(170)로 출력하는 결합부(15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의 동작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SD급 4:3 소스에서 업컨버젼 하여 16:9 HD급으로 송출할 때,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

혹은 TV 수상기의 전면 패널(130)에서 화면 변한 기능의 모드입력신호가 있는지 파악하고 입력신호가 없으면 다음

입력 신호를 기다린다(S10).

그리고 상기 화면 변한 기능의 모드입력신호가 있다면 현재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16:9 크롭(crop) 모드인가를 판단

한다(S20).

상기 판단 결과, 16:9 크롭(crop)모드가 아니면 오리지널 영상을 출력하고(S50), 16:9 크롭(crop)모드이면 메모리(1

10)에 저장된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crop)을 크롭 선택 및 좌표 처리부(120)에서 모니터에 표시하고, 사용자는 자신

이 원하는 크롭(crop)을 표시된 모니터를 통해 선택한다.

이때,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crop)과 실제 크롭(crop)이 위치해야 할 좌표를 기억하는 메모리(110)에는 16:9 크롭(c

rop) 모드의 좌우 블랙 매트를 사용자의 취향에 맞도록 또는 방송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패턴으로 분류하여 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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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송의 패턴에 따라 스포츠, 문화예술, 드라마, 영화, 오락, 뉴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는

세부 디렉토리를 나눈다.

그리고 상기 스포츠에는 야구, 축구, 배구, 씨름, 아이스하키, 테니스, 싸이클 등으로 구분하고 도 4(a)(b)가 보여 주는

것처럼 야구에는 야구에 맞는 이미지를 갖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110)에는 실제 크롭(crop)이 위치해야 할 좌표 값들을 기억하고 있다.

즉, 16:9 모니터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좌표 값을 0~16라하고, y가 가질 수 있는 좌표값을 0~9라하면 (0,0), (2,0), (

0,9), (2,9)로 싸인 영역과 (14,0), (16,0), (14,9), (16,9)로 싸인 영역에 사용자가 원하는 크롭(crop)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마이컴(100)은 하나의 크롭이 선택되었는지 판단하고(S30), 선택된 크롭을 화면의 블랙 매트에 출력한다(S4

0).

이때, 마이컴(100)은 사용자 인터페이스(130)에 의해 입력되는 여러 가지 신호 및 현재 디스플레이가 16:9 크롭(cro

p) 모드인지 또는 와이드, 줌, 스펙타클, 텍스트 모드인지를 분석하고, 16:9 크롭(crop) 모드일 때 해당 신호에 부합되

는 크롭(crop)과 좌표가 선택되도록 제어 신호를 메모리(110)와 크롭(crop)선택 및 좌표처리부(120)에 출력한다.

그러면, 크롭(crop)선택 및 좌표 처리부(120)에서는 마이컴으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받아 메모리(110)와 마이컴(100)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크롭(crop)과 위에서 언급한 좌표를 구하는 값에 의해 메모리(110)

로부터의 좌표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된 크롭(crop)을 OSD(140)를 통해 비디오/오디오 디코더(160)를 통해 나온 영상 데이터와 결합부(150)

에서 블랜딩 한 후 모니터(170)로 출력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크롭(crop)이 선택되면, 선택된 크롭(crop)을 모니터(170)에 출력하고, 원하는 크롭(crop

)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블랙매트가 있는 16:9 크롭(crop)모드를 출력한다(S60).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의 크롭(crop)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방송국에서 S

D를 업컨버팅해서 16:9의 크롭(crop)모드로 아무런 처리 없이 블랙매트로 보내주어도, 4:3 NTSC방송을 16:9 HDT

V모니터에서 크롭(crop)모드로 시청시에 검정색 띠를 보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다.

또한, 데이터 방송시 이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실제 방송국에서 블랙매트에 해당되는 좌표에 특정 모

양의 크롭을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검은 바의 테두리 대신에 거부감이 작은 영상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방송국에서 모니터(170)의 블랙매트에 거부감이 작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수신되는 TV의 동일한 위치에 언

제나 표시되기 때문에 고정된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서, 수신되는 TV에서 수신되는 각 좌표값에 따라 그대로 표시하

기 때문에 별도의 자원이 필요 없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디지털 TV에서 SDTV급 4:3소스를 방송국에서 업컨버팅해서 16:9 HDTV의 크롭(crop) 모드로 송출 할 때, 또는 N

TSC 아날로그 방송을 16:9 모니터에서 크롭(crop)모드로 시청시에 좌우에 생성되는 블랙 매트를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문양으로 바꾸어 줌으로서 검정 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보기에도 깨끗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

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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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crop)과 상기 크롭(crop)이 위치해야 할 모니터의 좌표를 기억하는 메모리와,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입력되는 신호를 분석하고 해당 신호에 부합되는 크롭(crop)과 좌표가 선택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마이컴과,

상기 메모리와 마이컴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크롭(crop)과 좌표를 선택하는 크롭(crop) 선택 및 좌표 처

리부와,

상기 크롭(crop) 선택 및 좌표 처리부에서 처리된 크롭(crop)을 OSD를 통해 비디오/오디오 디코더를 통해 나온 영상

데이터와 블랜딩 한 후 모니터로 출력하는 결합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

정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 또는 TV 전면 패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의 좌표는 블랙 매트로 설정된 영역의 좌표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장치.

청구항 4.
SD급 4:3 소스에서 업컨버젼 하여 16:9 HD급으로 송출하는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에 있어서,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화면 변한 기능의 모드입력신호가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와,

입력신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현재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16:9 크롭(crop) 모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16:9 크롭(crop)모드가 아니면 오리지널 영상을 출력하고, 16:9 크롭(crop)모드이면 기 저장된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crop)을 모니터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된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 중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크롭(crop)을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크롭을 기 저장된 좌표값에 의해 블랙 매트에 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블랙 매트에 위치된 크롭과 비디오/오디오 디코더를 통해 나온 영상 데이터를 블랜딩하여 모니터에 출력하는 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여러 가지 패턴의 크롭은 방송의 패턴에 따라 스포츠, 문화예술, 드라마, 영화, 오락, 뉴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

르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는 세부 디렉 토리로 각각 구분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면변환 기능의 모드설정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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