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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상보간장치 및 영상보간방법이 개시된다. 제1해상도의 입력영상신호가 저장되는 영상신호 저장부와, 영상신호 저

장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에 따라 두 개의 보간 필터링 중 소정 필

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필터링 선택부와,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 각각에 대한 

보간위치를 산출하는 제어부와, 산출된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가 필터링 별로 저장되어 있으며, 필터링 선택

신호 및 소정 개수 산출된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출력하는 계수 저장부 및,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 및 

필터링 선택신호에 대응되는 소정 개수의 보간계수를 입력받아, 선택된 필터링을 수행하여 제2해상도의 출력영상신

호를 출력하는 보간 필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정의 해상도로 입력되는 영상을 다른 해상도의 영상으로 확대변환할

때 입력영상의 주파수별로 서로 다른 필터링을 적용함으로써 화질열화가 개선된 영상보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대표도

도 3

색인어

큐빅 회선 보간, 4탭 필터, 8탭 필터, 보간, 휘도레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선형 보간법에 의해 보간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영상보간장치에 적용된 큐빅 회선 보간을 이용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의 예를 설

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영상보간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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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의 필터링 선택부가 소정의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8

개의 입력영상신호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3의 필터링 선택부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8개의 입력영상신호에 대해 그래픽 영역 또는 에지 영역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도 3에 도시된 제어부에서 소정의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보간위치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제어부에서 산출된 소정의 보간위치에 의해 보간계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그리고,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영상보간장치에 의한 영상보간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300 : 영상보간장치 310 : 영상신호 저장부

320 : 필터링 선택부 330 : 제어부

340 : 계수 저장부 350 : 보간 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보간장치 및 영상보간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소정의 해상도로 입력되는 영상을 다른

해상도의 영상으로 확대변환할 때 입력영상의 주파수별로 서로 다른 필터링을 적용하여 해상도를 확대하는 영상보간

장치 및 영상보간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표시장치에 기설정된 해상도와 다른 해상도를 갖는 영상이 영상신호 제공원으로부터 입력되는 경우,

영상표시장치는 입력되는 영상의 해상도를 영상표시장치에 기설정된 해상도에 적합하게 변환해주어야 한다. 영상신

호처리에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은 화소수를 변환하여 영상의 해상도를 확대(Interpolation, Up-Scaling) 또는 축소(

Decimation, Down-Scaling)하는 것을 스케일링 또는 포맷변환이라 한다.

특히, 기설정된 해상도보다 낮은 저해상도의 영상이 입력되는 경우, 영상표 시장치는 입력되는 영상의 해상도를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정의 선형 보간법을 적용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6,281,873에 공개된 'Video line rate vertical scaler'에는 Poly-phase 필터를 이용하여 단일 프로

세서로 수직방향으로의 스케일링 및 필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소정의 선형 보간법에 의해 화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해상도를 확대하는 장치를 영상보간장치라 하며, 

이러한 영상보간장치는 영상표시장치 내에 구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형 보간법의 예로는 양선형 보간(Bi-Linear Interpolation), 큐빅 회선 보간(Cubic Convolution Interpolation) 등

이 있다. 양선형 보간법 및 큐빅 회선 보간은 유한 임펄스 응답(Finite Impulse Response : FIR) 필터를 이용하는 보

간으로서, 입력영상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후, 보간할 위치에 인접한 화소들의 가중치(Weighted)을 이용하

여 필터링한다. 이로써 확대된 최종 보간데이터가 출력된다.

예를 들어, 양선형 보간법은 입력영상신호들에 대해 도 1의 (a)에 도시된 2탭 필터링을 적용하여 보간을 수행한다. 즉

, 양선형 보간법은 보간을 수행할 위치의 주변화소 2개를 이용하여 보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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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큐빅 회선 보간법은 입력영상신호들에 대해 도 1의 (b)에 도시된 4탭 필터링을 적용하여 보간을 수행한다. 즉, 

큐빅 회선 보간법은 보간을 수행할 위치의 주변화소 4개를 이용하여 보간을 수행한다.

그러나, 종래의 영상보간장치는 하나의 보간법 즉, 기설정된 하나의 필터링을 적용하여 보간을 수행함으로써 영상신

호의 주파수 영역별로 화질열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입력되는 영상신호에 대해 큐빅 회선 보간을 적

용하면 고주파 성분이 없는 부분에서는 화질열화가 발생하지 않으나, 고주파 성분의 영상신호에 대해서는 화질열화가

발생한다.

즉, 도 2의 (a)와 같이 샘플링된 화소들(P1 내지 P8)을 큐빅 회선 보간을 이용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경우, 도 2의 (b)

에서와 같이 '나' 구간이 '가' 및 '다'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휘도레벨로 보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주파 영상신호로 이루어진 '나' 구간은 저주파 영상신호로 이루어진 '가' 및 '다' 구간에 비해 어둡게 보간된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 2의 (b)에 도시된 '나' 구간에 대해 화질열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른 보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래의 영상보간장치는 하나의 필터링만으로 영상보간을 수행하므로, 도 2의 (b)와 같이 고

주파 영상신호에서 발생하는 앨러징(aliasing)과 같은 화질열화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소정의 해상도 변환 비율에 의해 입력영상을 업스케일링하는 경우, 적어도 

두 개의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중 어느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영상을 보간할 수 있는 영상보간장치 및 영상보

간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1해상도의 입력영상신호를 소정의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제2해상도의 출력영상신호로 보간하는 영상보간장치는, 상기 입력영상신호가 저장되는 영상신호 저장부와, 상

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적어도 두 개의 보간 필터링 중 소정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필터링 선택부와, 상기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각각에 대한 보간위치를 산출하는 제어부와, 산출된 상기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가 상기 필터링 별로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 및 소정 개수 산출된 상기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출력하는 계수 저장부 및 상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및 상기 계수 저장

부로부터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에 대응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입력받아, 선택된 상기 필터링을 수행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보간 필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필터링은 4탭 필터링 및 8탭 필터링이다.

또한, 상기 휘도레벨 패턴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기설정된 회수만큼 

연속적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패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필터링 선택부는 상기 4탭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 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경우, 상기 필

터링 선택부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상기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휘도레벨 패턴을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한다.

또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차가 기설정된 기준레벨

보다 작으면, 상기 필터링 선택부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상기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

휘도레벨 패턴을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설정된 회수는 적어도 2번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필터링은 8탭 필터링을 포함하는 다수의 유한임펄스응답 필터링이다.

나아가, 상기 보간 필터는, 상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를 소정

시간동안 지연시킨 후 출력하는 다수의 지연기와, 상기 다수의 지연기로부터 출력되는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

호와 상기 계수 저장부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각각 승산하여 보간데이터를 출력하는 다수의 

승산기, 및 상기 다수의 승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데이터를 가산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

하는 가산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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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상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상기 보간 필터로 입력되는 상기 입

력영상신호의 입력속도를 제어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1해상도 의 입력영상신호를 소정의 해상도 변환비

율에 따라 제2해상도의 출력영상신호로 보간하는 영상보간방법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

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적어도 두 개의 보간 필터링 중 소정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단

계와, 상기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각각에 대한 보간위치를 산출하는 단계와, 저장된

다수의 보간계수 중 출력된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 및 소정 개수 산출된 상기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상기 

소정 개수만큼 출력하는 단계 및,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및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에 대응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입력받아, 선택된 상기 소정 필터링을 수행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필터링은 4탭 필터링 및 8탭 필터링이다.

또한, 상기 필터링 선택단계는, 상기 휘도레벨 패턴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

벨이 기설정된 회수만큼 연속적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패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4탭 필터링

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경우, 상기 필

터링 선택단계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휘도레벨 패턴을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한다.

또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 신호의 휘도레벨차가 기설정된 기준레벨

보다 작으면, 상기 필터링 선택단계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상기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

전휘도레벨 패턴을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필터링 수행단계는,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를 소정 시간동안 지연

시킨 후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지연단계에서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와 상기 보간계수 출력단계에

서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각각 승산하여 보간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승산단계로부터 출력

되는 소정 개수의 보간데이터를 가산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영상보간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영상보간장치(300)는 영상신호 저장부(310), 필터링 선택부(32

0), 제어부(330), 계수 저장부(340) 및 보간 필터(350)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소정의 보간법에 의해 화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해상도를 확대하는 장치를 스케일러, 포맷변환장치, 영

상확대장치 등 다양하게 칭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영상보간장치(300)라 한다.

영상보간장치(300)는 제1해상도의 입력영상신호를 소정의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제2해상도의 출력영상신호로 업

스케일링하는 장치이다. 즉, 해상도 변환비율 은 보간전·후의 입출력 해상도 비율이며, 출력영상신호는 영상보간장

치(300)로부터 출력되는 최종 보간데이터이다.

영상신호 저장부(310)에는 영상신호제공원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저장된다. 영상신호 저장부(310)는 후술할

제어부(330)의 제어에 의해 입력영상신호를 필터링 선택부(320) 및 보간 필터(350)로 제공한다.

필터링 선택부(320)는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입력영상신호 간의 휘도레벨 증감을 분석

한다. 그리고, 필터링 선택부(320)는 분석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적어도 두 개의 필터링 중 소정 필터링에 대한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즉, 필터링 선택부(320)는 입력영상신호의 주파수를 판별하여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본 발명에서는 적어도 두 개의 필터링으로서 큐빅 회선 보간에 의한 4탭 필터링 및 Poly-phase Interpolation에 의한

8탭 필터링이 적용된 경우를 실시예로 들어 설명한다. 여기서, 4탭 필터링은 기준 주파수 이하의 신호인 저주파로 이

루어진 영상신호에 대한 보간을 수행하며, 8탭 필터링은 기준 주파수 이상의 신호인 고주파로 이루어진 영상신호에 

대한 보간을 수행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필터링 선택부(320)는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에 대해 입

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연속적으로 기설정된 회수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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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술한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필터링 선택부(320)는 저주파 영역인 것으로 판단하여 4탭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한편, 상술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필터링 선택부(320)는 8탭 필터링

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경우, 필터링 선택부(320)는 휘도레벨이 동일한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즉, 증감 여부)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휘도레벨 패턴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필터링 선택부(320)는 휘도레벨이 동일한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휘도레벨 패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면,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경우에

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차가 기설정된 기준레벨

보다 작으면, 필터링 선택부(320)는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다른 두 입력영

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에지 영역과 같은 영상신호에 노이즈가 삽입된 것으로 인

식하여, 에지 영역이 고주파 영역으로 판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에서는 기설정된 기준레벨로서 '5'를

적용하며, 이는 가변가능하다.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에 대한 휘도레벨의 증감비교가 완료되면,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 중 최초 입력된 영상

신호는 소거되며, 새로운 입력영상신호 1개가 필터링 선택부(320)로 순차입력된다.

본 발명에서는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8개의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을 비교 하여 적어도 3번 연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 판단함으로써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경우를 실시예로 들어 설명한다.

도 4는 도 3의 필터링 선택부가 소정의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8

개의 입력영상신호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서 제1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 내지 x(n+7))는 소정의 휘도레벨로 표현되며,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화소를

의미한다. 또한, 제1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 내지 x(n+7)) 아래에 표기된 숫자는 휘도레벨을 의미한다.

먼저 도 4의 (a)를 참조하면, 제1 내지 제4입력영상신호(x(n) 내지 x(n+3))의 휘도레벨은 연속적으로 3번 감소하며, 

또한, 제4 내지 제7입력영상신호(x(n+3) 내지 x(n+6))의 휘도레벨은 연속적으로 3번 증가하는 패턴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필터링 선택부(320)는 4탭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필터링 선택부(320)는 입력되는 영상신호간의 휘도레벨차 또는 주파수차를 산출하여, 증가한 경

우는 '1', 감소한 경우는 '0'으로 표현한 후, 표현된 결과에 따라 휘도레벨의 증감 패턴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도 4의 

(a)에서 제1 및 제2입력영상신호(x(n), x(n+1)) 간의 휘도레벨은 감소하였으므로 '0', 제4 및 제5입력영상신호(x(n+

3), x(n+4)) 간의 휘도레벨은 증가하였으므로 '1'로 표현한다. 그리고, 각 표현결과 중 '1' 또는 '0'이 연속적으로 3번 

표현된 구간이 있으므로, 필터링 선택부(320)는 4탭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것이다.

도 4의 (b)를 참조하면, 제6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5) 내지 x(n+7))의 휘도레벨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서, 제5 및 제6입력영상신호(x(n+4) 내지 x(n+5))에서 휘도레벨이 증가하였으므로, 필터링 선택부(320)는 제6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5) 내지 x(n+7))의 휘도레벨도 증가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필터링 선택부(320)는 제5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4) 내지 x(n+7))의 휘도레벨은 연속적으로 3번 증가하는 패턴인 것으로 판단하여 4탭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도 4의 (c)를 참조하면, 제1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 내지 x(n+7))의 휘도레벨은 연속적으로 3번 증가 또는 감소

하는 구간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필터링 선택부(320)는 8탭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도 4의 (d)를 참조하면, 제1 및 제2입력영상신호(x(n), x(n+1)) 간의 휘도레벨은 감소하였으며, 제2 및 제3입력영상

신호(x(n+1), x(n+2)) 간의 휘도레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2 및 제3입력영상신호(x(n+1), x(n+2)) 간의 휘도레

벨차가 기설정된 기준레벨 5보다 작으므로, 필터링 선택부(320)는 이전에 판단된 휘도레벨 패턴인 감소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제3 및 제4입력영상신호(x(n+2), x(n+4)) 간의 휘도레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

라서, 도 4의 (d) 같은 경우, 필터링 선택부(320)는 연속적으로 3번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판단하여 4탭 필터링 선

택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필터링 선택부(320)는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에 대해, 연속적으로 

입력된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구간이 적어도 두 개 존재하는 경우,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는 그래

픽 영역 또는 에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 필터링 선택부(320)는 4탭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

력한다. 여기서, 그래픽 영역 또는 에지 영역에 대해 8탭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 링잉(ringing) 현상이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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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선택부(320)는 4탭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제1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 내지 x(n+7))의 휘도레벨이 도 5와 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입력된 두 입

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구간은 3개(점선으로 도시) 존재한다. 따라서, 필터링 선택부(320)는 도 5와 같이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는 그래픽 영역 또는 에지 영역인 것으로 판단하며, 4탭 필터링 선택신호를 출력

한다. 도 5에서 각 제1 내지 제8입력영상신호(x(n) 내지 x(n+7)) 래에 표기된 숫자는 휘도레벨을 의미한다.

제어부(330)는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후술할 보간 필터(350)로 입력되는 입력영상신

호의 입력 속도를 제어한다. 이는 본 발명이 영상확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며, 영상축소의 경우에는 제어부(330)는 

보간 필터(350)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영상신호의 출력속도를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330)는 필터링 선택부(320)로 

입력된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 각각에 대한 보간위치(phase)를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도 6a 및 도 6b는 도 3에 도시된 제어부에서 소정의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보간위치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a를 참조하면, 흰색으로 도시된 원은 입력영상신호의 위치, 검은 색으로 도시된 원은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산

출되는 보간위치를 의미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해상도 변환비율이 도 6a와 같이 1:2인 경우 수평방향으로의 스케일 팩터는 0.5이다. 따라서, 도 6

b와 같은 8탭 커널(8 tap Poly-Phase Interpolation Kernel)을 이용하여 수평보간을 수행하는 경우, 각 입력영상신

호에 대한 보간위치는 각각 -3.5, -2.5, -1.5, -0.5, +0.5, +1.5, +2.5 및 +3.5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

로서, 해상도 변환비율이 3:5인 경우 수평방향으로의 스케일 팩터는 0.6이다.

계수 저장부(340)에는 복수의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 즉, 탭 가중치가 필터링 별로 저장되어 있다. 보간계수

는 도 7과 같은 8탭 커널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도 7은 도 3의 제어부에서 산출된 소정의 보간위치에 의해 보간계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8탭 커널은 8개의 입력영상신호가 보간에 관여한다. 또한, 복수의 보간위치가 (p-4), (p-3), (p-2), 

(p-1), (p), (p+1), (p+2) 및 (p+3)인 경우, 최종 보간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복수의 보간계수는 f(p-4), f(p-3), 

f(p-2), f(p-1), f(p), f(p+1), f(p+2) 및 f(p+3)이다. 여기서 p는 각 탭 사이에서의 상대적 위치값이다.

이러한 보간계수는 도 7의 8탭 커널에 의해 미리 산출되어 계수 저장부(340)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 탭 간의

간격을 32구간으로 분할할 경우, 탭 사이에서 보간위치는 0, 1/32, 2/32, 3/32, …, 31/32, 1 등의 상대적 위치값을 

가지며, 각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수직 및 수평 보간계수들이 미리 계산되어 계수 저장 부(340)에 저장된다. 한편, 각 

탭 간의 간격은 16구간, 64구간 등 다른 구간으로도 분할가능하다.

본 발명의 경우 계수 저장부(340)에는 4탭 필터링 및 8탭 필터링에 대한 수평 보간계수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계

수 저장부(340)는 필터링 선택부(320)로부터 출력된 필터링 선택신호 및 제어부(330)로부터 소정 개수 산출된 보간

위치에 대응되는 수평보간계수를 출력한다.

즉, 필터링 선택부(320)에 의해 8탭 필터링이 선택된 경우, 계수 저장부(340)는 8개의 보간계수를 출력한다. 반면, 필

터링 선택부(320)에 의해 4탭 필터링이 선택된 경우, 계수 저장부(340)는 8개의 보간계수를 출력하되, 8탭의 양 쪽 

두 개씩의 탭에 대해 '0'을 갖는 보간계수를 출력한다. 이는 후술할 보간 필터(350)에 8개의 승산기(371 내지 378)가 

마련되어 있으며, 4탭 필터링은 4개의 보간계수를 이용하여 보간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상도 변화비율에 따른 보간위치 및 각 보간위치에 대한 필터계수의 산출은 이미 공개된 기술로써 이 분야

에서 종사하는 당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술분야이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보간 필터(350)는 계수 저장부(340)로부터 출력되는 보간계수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의 보간을 수행하는 적어도 

두 개의 FIR 필터 중 소정의 필터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필터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FIR 필터로는 

상술한 4탭 필터 및 8탭 필터가 적용되며, 4탭 필터뿐만 아니라 2탭 필터도 적용가능하다. 또한, 보간 필터(350)는 영

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 수의 입력영상신호 및 계수 저장부(340)로부터 출력되는 소

정 개수의 보간계수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최종 보간데이터를 산출한다.

이를 위해, 보간 필터(350)는 제1 내지 제7지연기(361 내지 367), 제1 내지 제8승산기(371 내지 378) 및 가산기(38

0)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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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내지 제7지연기(도면에서, 'D'는 'delay'의 약어를 의미한다)(361 내지 367)는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순차

적으로 입력되는 입력영상신호를 소정 시간동안 지연시키며, 지연된 입력영상신호를 제2 내지 제8승산기(372 내지 3

78)에 출력한다. 따라서, 제1지연기(361)에 입력영상신호(x(n))가 지연되어 있는 경우, 제7지연기(361 내지 367)에

는 제6지연영상신호(x(n-6))가 소정 시간 지연된다.

자세히 설명하면, 제1지연기(361)는 입력영상신호(x(n))를 입력받아 소정의 시간동안 지연된 제1지연영상신호(x(n-

1))를 제2지연기(362) 및 제2승산기(372)로 제공한다.

제2지연기(362)는 제1지연기(361)로부터 입력된 제1지연영상신호(x(n-1))를 소정 시간 지연시킨 후, 소정 시간 지

연된 제2지연영상신호(x(n-2))를 제3지연기(363) 및 제3승산기(373)로 제공한다.

제3 내지 제6지연기(363 내지 366)도 상술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입력영상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킨 후 출력하

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제7지연기(367)는 제6지연기(366)로부터 입력된 제6지연영상신호(x(n-6))를 소정 시간 지연시킨 후, 소정 시

간 지연된 제7지연영상신호(x(n-7))를 제8승산기(378)로 제공한다.

제1 내지 제8승산기(371 내지 378)는 각 지연기(361 내지 367)에서 지연된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과 계수 저장부

(340)로부터 출력된 각 입력영상신호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승산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제1승산기(371)는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입력된 입력영상신호(x(n))와 입력영상신호(x(n)

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승산하여 제1보간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제2승산기(372)는 제1지연기(361)로부터 입력된 제1지연영상신호(x(n-1))와 그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승산

하여 제2보간데이터를 생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3 내지 제8승산기(371 내지 378)는 제2 내지 제7지연기(361 내지 367)로부터 입력된 제2 내지 

제7지연영상신호(x(n-2) 내지 x(n-7))와 그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각각 승산하여 제3 내지 제8보간데이터를 생성

한다.

이 때, 필터링 선택부(320)에 의해 8탭 필터링이 선택된 경우, 계수 저장부(340)는 각 승산기(371 내지 378)에 대응

되는 보간계수를 8개 출력한다. 한편, 필터링 선택부(320)에 의해 4탭 필터링이 선택된 경우, 계수 저장부(340)는 제

1 및 제2승산기(371, 372)와 제7 및 제8승산기(377, 378)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는 '0'을 출력하며, 그 외의 승산기(37

1 내지 378)에 대응되는 보간계수 4개를 출력한다. 이로써 보간 필터(350)는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에 따라 

4탭 필터링 및 8탭 필터링 중 어느 하나의 필터링을 적응적으로 적용하여 최종 보간데이터를 산출한다.

가산기(380)는 제1 내지 제8승산기(371 내지 378)에서 승산된 제1 내지 제8보간데이터를 모두 가산하여 최종 보간

데이터를출력한다. 이로써, 보간 필터(350)는 수평보간을 통해 입력영상신호의 수평방향확대를 수행하게 된다.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영상보간장치에 의한 영상보간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 내지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필터링 선택부(320)는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

수의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을 분석한다(S810). S810단계가 수행되면, 필터링 선택부(320)는 분석된 휘도레

벨 패턴에 따라 4탭 및 8탭 필터링 중 소정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계수 저장부(340)로 출력한다(S820). 여기서 

휘도레벨 패턴은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영상신호 간의 휘도레벨 증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어부(330)는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소정 개수의 입력영상신호 각각에 대한 보간위치(phase)를 산출한 

후, 계수 저장부(340)로 출력한다(S830). S830단계가 수행되면, 계수 저장부(340)는 S820단계 및 S830단계로부터 

출력된 필터링 선택신호 및 산출된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소정 개수의 보간계수를 출력한다(S840).

S840단계 후, 보간 필터(350)는 영상신호 저장부(310)로부터 입력되는 입력영상신호(x(n)) 및 제1 내지 제7지연영

상신호(x(n-1) 내지 x(n-7))와 그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각각 승산하여 제1 내지 제8보간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

고, 보간 필터(350)는 제1 내지 제8보간데이터를 가산하여 최종 보간데이터를 출력한다(S850). 이로써 필터링 선택

부(320)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필터링을 이용하여 입력영상신호의 보간이 수행된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은 영상보간장치(300) 및 영상보간방법은 큐빅 회선 보간 필터인 4탭 필터 및 폴리-페이즈 보간

필터인 8탭 필터 중 어느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영상을 보간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이는 4탭 필터를 

대신하여 2탭 필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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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영상보간장치(300) 및 영상보간방법은 수평방향에 대한 보간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나 이는 수직방향

으로의 보간에도 적용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상술한 영상보간장치(300) 및 영상보간방법은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에 따라 주파수를 판별하여 그래픽 영

역 또는 에지 영역인지를 판단함으로써 보다 선명한 보간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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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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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

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영상보간장치 및 영상보간방법에 의하면, 소정의 해상도로 입력되는 영

상을 다른 해상도의 영상으로 확대변환할 때 입력영상의 주파수별로 서로 다른 필터링을 적용하여 영상을 보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상보간에 있어서, 고주파 영상신호는 8탭 필터를 이용하여 보간함으로써 앨러징과 같은 화

질열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저주파 영상신호는 4탭 필터를 이용하여 보간함으로써 링잉 현상과 같은 화질열화를 해

소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해상도의 입력영상신호를 소정의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제2해상도의 출력영상신호로 보간하는 영상보간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영상신호가 저장되는 영상신호 저장부;

상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에 따라 서로 다

른 적어도 두 개의 보간 필터링 중 소정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필터링 선택부;

상기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각각에 대한 보간위치를 산출하는 제어부;

산출된 상기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가 상기 필터링 별로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 및 소정 개

수 산출된 상기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출력하는 계수 저장부; 및

상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및 상기 계수 저장부로부터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에 대

응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입력받아, 선택된 상기 필터링을 수행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보간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필터링은 4탭 필터링 및 8탭 필터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레벨 패턴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기설정된 회수만큼 연속적

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패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필터링 선택부는 상기 4탭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경우, 상기 필터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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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부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상기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휘도레벨 패턴을 상기 두 입력

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차가 기설정된 기준레벨보다 작

으면, 상기 필터링 선택부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상기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휘도레벨

패턴을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하는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장치.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기설정된 회수는 적어도 2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필터링은 8탭 필터링을 포함하는 다수의 유한임펄스응답 필터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

간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 필터는,

상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를 소정 시간동안 지연시킨 후 출

력하는 다수의 지연기;

상기 다수의 지연기로부터 출력되는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와 상기 계수 저장부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각각 승산하여 보간데이터를 출력하는 다수의 승산기; 및

상기 다수의 승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데이터를 가산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하는 가산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 간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상기 영상신호 저장부로부터 상기 보간 필터로 입력되는 상기 입력영상

신호의 입력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장치.

청구항 10.
제1해상도의 입력영상신호를 소정의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제2해상도의 출력영상신호로 보간하는 영상보간방법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적어도 두 개의 보간 필터링

중 소정 필터링에 대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해상도 변환비율에 따라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각각에 대한 보간위치를 산출하는 단계;

저장된 다수의 보간계수 중 출력된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 및 소정 개수 산출된 상기 보간위치에 대응되는 보간계수를

상기 소정 개수만큼 출력하는 단계; 및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및 상기 필터링 선택신호에 대응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입력받아, 선택된

상기 소정 필터링을 수행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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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상기 필터링은 4탭 필터링 및 8탭 필터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링 선택단계는, 상기 휘도레벨 패턴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기설정된 회수만큼 연속적으로 증가 및 감소하는 패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4탭 필터링에 대

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이 동일한 경우, 상기 필터링 선

택단계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휘도레벨 패턴을 상기 두 입력영

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 중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차가 기설정된 기준레벨보다 작

으면, 상기 필터링 선택단계는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 간의 상기 휘도레벨 패턴을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된 이전휘도레

벨 패턴 을 상기 두 입력영상신호의 휘도레벨 패턴으로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방법.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링 수행단계는,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를 소정 시간동안 지연시킨 후 출력하는 단계;

상기 지연단계에서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입력영상신호와 상기 보간계수 출력단계에서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상기 보간계수를 각각 승산하여 보간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승산단계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개수의 보간데이터를 가산하여 상기 출력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보간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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