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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트 플레인 정합을 이용한 입력영상의 움직임 보정을 통한 영상안정화 장치 및 그에 따른 영상 
안정화방법

요약

본 발명은 비트 플레인 정합을 이용한 입력영상의 움직임 보정을 통한 영상 안정화장치 및 그에 따른 영
상 안정화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장치는 디지털화된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메모리; 비트 플레인 정
합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영상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된 상기 영상정보의 필드간 이동량에 따른 움직임 벡
터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회로; 및 상기 움직임 검출회로에서 출력된 움직임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필드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상기 움직임벡터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영상정보를 보정하는 움직임 
보정회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메모리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간단한 논리 연산만을 수행
하므로 고속화가 가능하며, 정확한 움직임 검출이 가능하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트 플레인 정합방식을 이용한 입력영상의 움직임 보정에 의한 영상 안정화장치
의 구성 블록도이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움직임 검출회로의 상세 블록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영상정보의 비트 플레인 추출방법의 일례로서, 256 그레이 레벨 영상이 
비트 플레인으로 추출된 도면이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최적 비트 플레인의 구체적인 선정방법의 흐름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트 플레인에서의 움직임 검출영역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6도는 제5도에 도시된 비트 플레인에서 움직임 검출영역의 이진화소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두 필드간 비트 플레인 정합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10-1

1019970052105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관도에 따른 움직임벡터 산출함수의 특성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움직임을 보정하여 영상을 안정화시키는 
영상 안정화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비트 플레인 정합(bit plane matching)을 이용한 
입력영상의 움직임 보정을 통한 영상 안정화장치 및 그에 따른 영상 안정화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가 움직임이 발생한 경우, 재생시 영상움직임을 보정함으로써, 
영상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정보의 움직임은 촬영기기를 통해 피사체를 촬영할 때 발
생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영상 촬영기기를 사용자의 손으로 지지한 채, 일정시간 동안 촬영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떨림 없이 
안정된 영상을 촬영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크기와 무게를 대폭적으로 줄여 한손으로 지지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촬영기기들은 양손으로 영상 촬영기기를 지지하는 경우보다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에 
촬영시 영상의 흔들림이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상 촬영기기의 줌렌즈가 고배율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기기가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의 화면에는 큰 흔들림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손떨림에 의해 촬영된 불안정한 영상을 자
동으로 보정하여 영상을 안정화시키는 영상 안정화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상기 요구에 따라 개발된 
영상 안정화시스템은 영상 검출방식에 따라 사용자의 손떨림에 의해 발생된 영상정보의 움직임을 검출한
다.

영상 검출방식에 의한 영상 안정화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떨림에 의한 영상 촬영기기의 움직임
을 검출하는 국부 움직임벡터(Local motion vector) 검출부이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벡터 검출부에서 생
성된 움직임 벡터는 전체 필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필드 움직임 벡터(Field motion vector)검출부와 특
수상황을 검출하는 누적 움직임 벡터(Accumulated motion vector)검출부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영상 검출방식에 따라 영상 촬영기기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방식으로서, 대표점에 의한 움직임 검출방식, 
BERP(Band  extract  representative  point)에  의한  움직임  검출방식  및  엣지  패턴  정합(Edge  pattern 
matching)에 의한 움직임 검출방법이 있다.

대표점에 의한 움직임 검출방법은 영상 촬영기기 움직임의 검출영역을 정하고, 몇 개의 대표점만을 이용
하여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드웨어로 간단히 구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움직이는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BERP에 의한 움직임 검출방법은 상기 대
표점에 의한 움직임 검출방법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역필터를 거친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영상 
촬영기기의 움직임을 검출한다. 그러나, 대역필터를 거친 영상신호를 그대로 이용하였을 경우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엣지 패턴 정합방식에 의한 움직임 검출방법은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
한 것으로, 영상을 엣지 패턴 신호로 변환하여 메모리 용량을 줄이면서 간단한 하드웨어로 구현한다. 그
러나 이 방식은 대표점만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방식보다 메모리의 용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조
도가 낮아서 엣지신호를 정확히 검출하기 어려울 경우, 움직임 검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움직임  검출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메모리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움직임  검출방법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서, 입력되는 영상정보를 비트 플레인으로 분할하
고, 분할된 각 비트 플레인 중에서 조도에 따라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고. 이전 필드에서 선정된 
비트 플레인과 현재 필드에서 선정된 비트 플레인을 소정개의 움직임 검출영역에서 간단한 2진 연산을 수
행하여  상관도를  검출하고,  검출된  상관도가  가장  큰  움직임  검색영역의  좌표값을  움직임량으로 
판단하고, 상기 움직임량에 대한 움직임 벡터를 산출함으로써, 메모리의 용량을 줄이면서도 조도변환에 
따라 정확한 움직임 검출이 가능한 비트 플레인 정합을 이용한 영상의 움직임 보정에 의한 영상 안정화장
치를 제공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영상 안정화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제2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제1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의 영상 안정화장치는 입력되는 
디지털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메모리; 비트 플레인 정합방식을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정보의 필드간 
이동량에 따른 움직임 벡터를 출력하는 움직임 검출회로; 및 상기 움직임 검출회로에서 출력된 움직임벡
터를 이용하여 상기 필드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상기 움직임벡터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영
상정보를 보정하는 움직임 보정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움직임 검출회로는 입력된 디지털 영상정보에서 비트 플레인을 추출하는 비트 플레인 추출부; 상기 
비트 플레인 추출부에서 추출된 영상정보의 비트 플레인 중에서 움직임검출에 적합한 최적의 비트 플레인
을 검출하는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 상기 비트 플레인 추출부에서 출력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만을 저
장하는 비트 플레인 메모리; 상기 비트 플레인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필드의 비트 플레인과 현재 필드의 
비트 플레인의 움직임 검출영역에서 각 화소값을 비교/연산하여 상기 비트 플레인들 간의 상관값을 계산
하고, 계산된 상관값을 누적하는 비트 플레인 상관값 검출부; 및 상기 비트 플레인 상관값 검출부에서 출
력된 상관값이 최소인 움직임 검출영역의 좌표값의 이동량을 움직임벡터로 산출하는 움직임벡터 산출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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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는 조도변화에 따라, 추출된 영상정보의 비트 플레인들 중에서 움직임 검출
에 가장 적합한 비트 플레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비트 전환비율을 이용하여 최적 비트 플레인의 인덱스를 
발생하고, 상기 최적의 비트 플레인의 움직임 검출영역을 소정개로 정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트 플레인 추출부는 상기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에서 생성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비트 플레인만
을 추출하여 움직임 검출을 위한 비트 플레인을 출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상관값 검출부는 소정의 검색영역내에서 이전필드와 현재필드의 비트 플레인의 이진화소값을 비교/
연산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해당 검색영역과의 상관값을 검출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움직임벡터 산출부는 상기 상관값 검출부에서 출력된 소정개의 움직임 검출영역의 누적 상관값 중에
서 최소가 되는 움직임 검출영역의 필드간 이동량을 취득하고, 상기 취득된 이동량으로부터 움직임 벡터
를 산출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제2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에 있어, 영상 안정화 방법은 비
트 플레인 정합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영상의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는 과정; 및 상기 검출된 움직임 벡터의 
반대방향으로 입력영상을 이동하여 영상 촬영기기의 움직임을 보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움직임 벡터 검출과정은 디지털 영상정보를 비트 플레인으로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비트 플레
인 중에서 최적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는 단계; 상기 선정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이전필드의 비트 플레인과 현재필드의 비트 플레인의 화소값을 비교/연산하고, 상기 연산값을 누
적하여 상관값을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취득된 상관값이 최소가 되는 움직임 검출영역의 필드간 이동량
을 영상간의 움직임벡터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최적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는 단계는 최적의 비트 플레인 인덱스(m)와 평균 비트전환비율(Cavg)을 초

기화시키는 단계; 소정의 선정된 비트 플레인의 비트전 환비율(Cm)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비트전
환비율과 초기에 설정된 평균 비트 추출비율과의 차에 대한 절대값이 임계값(T)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판
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절대값이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현재 비트 플레인을 계속 유
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트 플레인을 변경하는 비트 플레인 유지/변경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비트  플레인  유지/변경단계에서  현재  비트  플레인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  비트전환비율은 

에 의해 재설정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트 플레인 유지/변경단계에서 상기 비트 플레인을 변경하는 경우, 상기 비트전환비율(Cm)이 상기 
평균 비트전환비율(Cavg)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 비트전환비율(Cm)이 평균비트전환

비율(Cavg)보다 크면, 1비트 높은 비트 플레인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1비트 낮은 비트 플레인을 선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선택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은 소정개의 움직임 검출영역을 정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비트 플레인 정합방식을 이용한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의 영상 안정화장치의 구성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영상 안정학장치는 움직임 검출회로(101), 필드메모리(102) 및 움직임보정회로(103)로 이
루어진다.

필드메모리(102)는 디지털로 변환된 영상정보를 저장한다.

움직임 검출회로(101)는 비트 플레인 정합방식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정보의 필드간 이동량에 따른 움
직임벡터를 검출한다.

움직임 보정회로(103)는 상기 움직임 검출회로(101)에서 출력된 움직임벡터를 입력하여 상기 필드메모리
(102)에 저장된 이전필드의 영상정보를 상기 움직임벡터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영상정보를 보정
한다.

이어서, 도 1에 도시된 장치의 간단한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 특히, 영상 촬영기기의 고체촬상소자로부터 출력된 영상정보, 또는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에서 출력된 영상정보는 A/D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영상정보로 변환된다. 디지털로 변환된 영상
정보는 필드메모리(102)에 저장되고, 동시에 움직임 검출회로(101)에 입력된다. 움직임 검출회로(101)에 
입력된 디지털 영상정보는 비트 플레인 정합방법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정보의 필드간의 이동량이 검
출되고, 검출된 이동량에 따른 움직임 벡터가 출력된다. 상기 필드 메모리(102)에 저장된 영상정보는 움
직임 보정회로(103)에 입력된 움직임 벡터의 정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움직임이 보정된 디지털 영상신호
로 출력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움직임 검출회로의 상세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움직임 검출회로(101)는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201), 비트 플레인 추출부(202), 비트 
플레인 메모리(203), 비트 플레인 상관값 검출부(204) 및 움직임벡더 산출부(206)로 이루어지고, 상기 비
트 플레인 상관값 검출부(204)는 비트 플레인 비교/연산부(204a)와 상관값 누적부(204b)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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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플레인 추출부(202)는 입력된 디지털 영상정보에서 비트 플레인을 추출 한다.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201)는 디지털 영상정보의 비트 플레인 중에서 조도변화에 따른 움직임 검출에 
적합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검출한다.

비트 플레인 메모리(203)에는 비트 플레인 추출부(202)에서 추출된 비트 플레인 중에서 상기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201)에서 검출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만이 저장된다.

비트 플레인 상관값 검출부(204)는 비트 플레인 메모리(203)에 저장된 이전 필드의 비트 플레인과 현재 
필드의 비트 플레인간의 화소값을 비교/연산하여, 상기 비트 플레인들 간의 상관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상관값을 누적한다. 즉, 비트 플레인 비교/연산부(204a)는 비트 플레인 메모리(203)에 저장된 이전 필드
의  비트  플레인과  현재  필드의  비트  플레인을  비교/논리연산하여  상관값을  추출하고,  상관값 누적부
(204b)는 비트 플레인 비교/연산부(204a)에서 출력된 상관값을 누적한다.

움직임벡터 산출부(206)는 상기 상관값 누적부(204b)에서 출력된 상관값이 최소인 움직임 검색영역, 즉 
상관도가 최대인 움직임 검색영역의 이동량을 움직임 벡터로 산출한다.

이어서, 도 2를 참조하여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세부적인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2진 영상정보로 표현되는 비트 플레인은 입력되는 디지털 영상정보로부터 비트 
플레인 추출부(202)을 이용하여 추출된다. 최적의 비트 플레인은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201)을 이용하
여 상기 비트 플레인 추출부(202)에서 추출된 비트 플레인 중에서 움직임벡터 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 즉, 조도변화를 고려하여 검출된다. 일반적으로 k-비트 그레이레벨(gray level)을 갖는 영
상정보를 비트 플레인으로 추출하면 다음의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여기서, 영상의 화소값은 k개의 계수(a)로 구성되고, 계수(a)는 이진값을 갖는다. 따라서 256 그레이레벨 
영상을 비트 플레인으로 추출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8개의 비트 플레인으로 추출 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 영상의 첫번째 화소가 '203' 그레이 레벨값을 갖는다면, 각 비트 플레인의 첫 
번째 화소위치에서 화소값은 '11001011'과 같이 이진값으로 표현된다.

조도변화에 대한 비트 플레인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조도에 있어서, 영상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상위 비트 플레인에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는 비트 플레인 정합에 의한 입력영상의 움직임을 검출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된다. 반면 하위 비트 플레인으로 내려갈수록 이진값들이 랜덤하게 분포된
다. 즉, 조도가 낮은 경우에는 영상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비트 플레인이 하위로 이동하고, 반대로 조
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트 플레인이 상위로 이동한다. 따라서 조도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으로 중요한 비트 
플레인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트 플레인을 적절하
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조도변화에 따라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수학식 2와 같이, 추출된 각 비트 플레인의 
비트전환비율(Cm)을 측정한다.

[수학식 2]

여기서, ' '는 배타적 논리합(XOR)을 의미하며, M × N 은 영상의 크기이다.

이진값이 랜덤하게 분포된 최하위 2개 비트 플레인(bp0, bp1)을 제외하고, 시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나머지 비트 플레인(bp2 내지 bp7)에 대해서 조도변화에 따라 각 비트 플레인의 비트전환비
율을 살펴보면, 각 비트 플레인의 비트전환비율은 하위 비트 플레인으로 내려갈수록 높아지고, 조도가 낮
을수록 각 비트 플레인의 비트전환비율이 낮아지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최적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조도가 낮아지면 현재 선택된 비트 플레인에서 하위 비트 플레인이 선정되고, 반대로 조도가 높아
지면 상위 비트 플레인이 선정되어야 올바른 영상 촬영기기의 움직임을 검출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최적 비트 플레인 선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도 4에 도시된 도면을 참조하여 최적 비트 플레인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적 비트 플레인 인덱스(m)와 평균 비트전환비율(cavg)을 초기화시킨다. (s40단계) 즉,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201)에서는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기 위해 비트전환비율을 이용하여 최적 비트 플레
인의 인덱스를 발생한다.

선정된 비트 플레인의 비트전환비율(Cm)을 계산한다.(s42단계)

상기 계산된 비트전환비율과 초기에 설정된 평균 비트변환비율과의 차에 대한 절대값이 임계값(T)보다 작
거나 같은지를 판단한다.(s44단계)

s44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절대값이 임계값(T)보다 작거나 같으면 현재의 비트 플레인을 계속 유지하고
(s46단계), 그렇지 않으면 비트 플레인을 번경한다(s48단계). 즉, 현재 비트 플레인을 계속 유지하는 경
우 평군 비트전환비율을 재설정한다. 여기서, 평균 비트전환비율은 다음의 수학식 3에 의해 재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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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한편, 비트 플레인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된 비트전환비율(Cm)이 평균 비트 전환비율(Cavg)보다 큰지를 판

단한 후(s48a  단계), 비트전환비율(Cm)이 평균 비트전환비율(Cavg )보다 크면, 1비트 높은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고(s48b 단계), 그렇지 않으면 1비트 낮은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여(s48c 단계), 조도변환에 대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은 비트 플레인에서의 움직임 검출영역을 도시한 도 5와 같이, 영상 비트 플레
인의 소정영역을 움직임 검출영역으로 정하고, 연속적인 최적 비트 플레인간을 비교/연산하여, 연산결과
를 누적하여 상관값을 취득하고, 상관값이 최소인 검출영역의 좌표로부터 움직임벡터를 검출한다. 본원에
서는 일실시예로서 비트 플레인의 가장자리 부근에 4개의 움직임 벡터 검출영역을 정한다.

영상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학면의 중앙에 맞추고, 
화면의 가장자리 부근에 배경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 영상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것보다 움
직임 벡터 검출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연산량과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영상간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 영상 비트 플레인의 각 움직임 검출영역을 비트 플레인 메모리(203)에 저
장한다.

도 6은 비트 플레인에서 움직임 벡터 검출영역의 이진화소값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비트 플레인 메모리
(203)에 저장된 이전 비트 플레인과 현재 비트 플레인간의 움직임 검출영역에 대해 비트 플레인 비교/연
산부(204a)에서는 도 7에 도시된바와 같이,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비교하고, 이전 비트 플레인
과 현재비트 플레인에서 학소위치의 이진값에 대해 다음의 수학식 4와 같이 배타적 논리곱 연산 XOR를 수
행한 후, 상관값 누적부(204b)에서 그 결과를 누적하여 상관값을 취득한다.

[수학식 4]

여기서, α
t

m(x, y)는 시간적으로 t에서 m번째 비트 플레인을 의미하며, 수평 수직방향의 이동량(i, j)에 

대한 상관값은 P(i, j)이다.

도 8은 비트 플레인 정합에 의한 상관값의 특성도로서, 도 2에 도시된 움직임 벡터 산출부(206)에서는 다
음의 수학식 5에 의한 계산결과가 최소가 되는 위치를 영상간의 이동량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정을 4개의 움직임 검출영역 n(0 n 3)에 대해서 각각 수행하고, 이 때 결정된 각각의 이동량은 각 검

출영역의 움직임 벡터(Vn)로 결정한다.

[수학식 5]

(i, j) = arg min [P (i, j)]

Vn = (i, j)

본 발명은 비디오 카메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비디오카세트 레코더(DVCR)및 디지털 스틸 카메라(DSC) 등
과 같은 모든 영상기록재생장치에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한다. 일예로서, DVCR의 경우,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영상신호를 본 발명에 의한 영상안정화 장치 및 그 방법을 이용하여 안정
화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비트 플레인 정합을 이용한 입력영상의 움직임 보정을 통한 영상 안정
화장치 및 그에 따른 영상 안정화방법에 의하면, 입력 영상정보으로부터 비트 플레인을 추출한 이진 영상
정보만을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간단한 논리 연산만을 수행하므로 고
속화가 가능하다. 특히 비트 플레인의 정합과정에서 배타적 논리연산(XOR)은 간단한 회로로 구현되기 때
문에 전체 영상안정화 시스템의 구조도 매우 간단하게 구현되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의 영상 안정화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디지털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메모리;

비트 플레인 정합방식을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정보의 필드간 이동량에 따른 움직임 벡터를 출력하는 움
직임 검출회로;및

상기 움직임 검출회로에서 출력된 움직임벡터를 이용하여 상기 필드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상기 움
직임벡터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영상정보를 보정하는 움직임 보정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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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검출회로는

입력된 디지털 영상정보에서 비트 플레인을 추출하는 비트 플레인 추출부;

상기 비트 플레인 추출부에서 추출된 영상정보의 비트 플레인 중에서 움직임 검출에 적합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검출하는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

상기 비트 플레인 추출부에서 출력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만을 저장하는 비트 플레인 메모리;

상기 비트 플레인 메모리에 저장된 이전 필드의 비트 플레인과 현재 필드의 비트 플레인의 움직임 검출영
역에서 각 화소값을 비교/연산하여 상기 비트 플레인들 간의 상관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상관값을 누적하
는 비트 플레인 상관값 검출부; 및

상기 비트 플레인 상관값 검출부에서 출력된 상관값이 최소인 움직임 검출영역의 좌표값의 이동량을 움직
임벡터로 산출하는 움직임벡터 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는 조도변화에 따라, 추출된 영상정보의 비트 플레인들 중
에서 움직임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트 플레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비트전환비율을 이용하여 최적 비트 플
레인의 인덱스를 발생하고, 상기 최적의 비트 플레인의 움직임 검출영역을 소정개로 정함을 특징으로 하
는 영상 안정화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플레인 추출부는 상기 최적 비트 플레인 검출부에서 생성된 인덱스에 해당하
는 비트 플레인만을 추출하여 움직임 검출을 위한 비트 플레인을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장
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값 검출부는 소정의 검색영역내에서 이선필드와 현재필드의 비트 플레인의 이
진학소값을 비교/연산하고, 그 결과를 누적하여 해당 검색영역과의 상관값을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 안정화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벡터 산출부는 상기 상관값 검출부에서 출력된 소정개의 움직임 검출영역의 
누적 상관값 중에서 최소가 되는 움직임 검출영역의 필드간 이동량을 춰득하고, 상기 취득된 이동량으로
부터 움직임 벡터를 산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장치.

청구항 7 

영상 기록 및 재생장치에 있어, 영상 안정화 방법에 있어서,

비트 플레인 정합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영상의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는 과정; 및

상기 검출된 움직임 벡터의 반대방향으로 입력영상을 이동하여 영상 촬영기기의 움직임을 보정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벡터 검출과정은

디지털 영상정보를 비트 플레인으로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비트 플레인 중에서 최적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는 단계;

상기 선정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이전필드의 비트 플레인과 현재필드의 비트 플레인의 화소값을 비교/연산하고, 상기 연산값
을 누적하여 상관값을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취득된 상관값이 최소가 되는 움직임 검출영역의 필드간 이동량을 영상간의 움직임벡터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 비트 플레인을 선정하는 단계는

최적의 비트 플레인 인덱스(m)와 평균 비트전환비율(Cavg)을 초기화시키는 단계;

소정의 선정된 비트 플레인의 비트전환비율(Cm)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비트전환비율과 초기에 설정된 평균 비트추출비율과의 차에 대한 절대값이 임계값(T)보다 작
거나 같은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절대값이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현재 비트 플레인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지 않
으면 비트 플레인을 변경하는 비트 플레인 유지/변경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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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플레인 유지/변경단계에서 현재 비트 플레인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 비

트전환비율은 에 의해 재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플레인 유지/변경단계에서 상기 비트 플레인을 변경하는 경우, 상기 비트전환
비율(Cm)이 상기 평균 비트전환비율(Cavg)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 비트전환비율(Cm)이 평균 비트전환비율(Cavg)보다 크면, 1비트 높은 비트 플레인을 선택하

고, 그렇지 않으면 1비트 낮은 비트 플레인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최적의 비트 플레인은 소정개의 움직임 검출영역을 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안정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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