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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프레임 레이트 변환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영상인 경우에 보간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보간 장치는 연산부, 반복 패턴 판단부, 모션 벡터 추출부, 고속영상 판단부 및 보간부로 구성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보간 방법은, SAD map를 연산하여 매칭되는 블록을 찾는 단계, 상기 매칭되는 블록을 비교

하여 반복되는 영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반복되지 않는 경우면 모션 벡터를 추출하고 고속으로 변하는 영상인지를 판단

하는 단계, 반복되는 영상이면 앞프레임의 화소값으로 보간하는 단계, 고속으로 변하는 영상이면 앞뒤 프레임의 동일 위치

의 화소값의 평균으로 보간하는 단계, 일반 영상이면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의 방법에서 반복 패턴 영상을 보간함에 있어, 빠른 영상인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으로

써, 블러링 현상이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선명한 프레임 보간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반복 패턴, 프레임 보간, 모션 벡터, SAD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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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칭적 블록 매칭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2는 본 발명에 따라 프레임 보간을 하는 장치의 간략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라 프레임 보간을 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

  도4a, 도4b, 도4c는 각각 입력영상이 반복패턴, 고속 변환 영상, 일반 영상인 경우에 보간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그리고,

  도5a, 도5b는 각각 기존의 보간 방법에 따른 반복패턴 영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본 발명의 보간 방법에 따른 반복패

턴 영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MPEG와 같은 영상처리 분야에서, 특히 50Hz/60Hz, 50Hz/75Hz와 같은 프레임 레이트 컨버젼시 프레임 보간

을 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입력되는 영상이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고, 반복 패턴

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 프레임의 동일 위치의 화소값으로 보간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한다.

  프레임 레이트 변환(Frame Rate Conversion : FRC)이란 초당 출력되는 프레임수를 변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프레임 레이트는 Hz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24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영화를 30Hz의 프레임 레이트를 갖는 TV

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양 영상신호간의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 변환이 필요하다. 상기 예와 같이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되는 경우에, 프레임을 보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 동영상전문가 그룹) 와 같은 영상 처리 분야에서, 영상신호는 대부분의 경우 상

관관계(autocorrelation)가 크기 때문에 중복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중복성(redundancy)을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압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시간적으로 변하는 비디오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2차원 공간상의 중복성

제거뿐만 아니라, 시간축 방향의 중복성 제거도 필요하게 된다.

  시간축 방향의 중복성 제거는, 프레임에서 변하지 않은 부분이나, 움직였다 하더라도 비슷한 부분은 바로 전 프레임 등에

서 가져와서 채움으로써 전송해야 할 데이터량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를 위해,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서 가장 비슷한 블럭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이라 하며, 블럭이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하는 변위를 나타내는 것을 모션 벡터(motion vector)라고 한다.

  한편,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움직임 정도의 정확도와 효용성, 실시간 처리가능성, 및 하드웨어 구현 등을 고려하여

블럭 매칭 방식(Block Maching Algorithm)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블럭 매칭 방법은 앞 프레임과 뒤 프레임처럼 연속되는 두 장의 영상을 블럭단위로 비교하여, 신호 유형의 매칭도에 기초

한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블럭 매칭 방법에서는 일정한 크기, 즉 가로 방향으로 M 화소, 세로방향으로 N 화소의

집합단위로 예측 및 보상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화소의 집합을 매크로 블럭(macroblock) 이라고 하며, 보통 M ×N 으로

표시한다.

  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 레이트를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블럭 매칭 방법에 의해, 앞 프레임과 뒤

프레임을 참조하여 모션 벡터를 추정하고, 추정된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프레임 보간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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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은 일반적인 블록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프레임 A는 입력 영상의 이전

프레임, 프레임 C는 입력 영상의 이후 프레임이고, 프레임 B는 프레임 A, C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보간된 새로운 프레임이

다. 도면에서 t1, t2는 각각 이전 프레임과 보간 프레임간의 간격, 보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간의 시간적 간격을 나타낸

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트 변환시에 사용되는 블록 매칭은 앞뒤 프레임 사이에 일정한 크기의 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일

정한 크기의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상기 검색 범위 내에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블록 내 화소차의 합)값을

비교하여 앞뒤 프레임 중 매칭되는 블록을 찾아 내어 움직임 정보로 활용한다. 상기 SAD값은 다음 식을 통해 구할 수 있

다.

  

수학식 1

  상기식에서, i,j는 화소의 좌표를 나타내고 f(i,j)는 i행, j열에 위치하는 화소의 화소값을 나타낸다. f의 아래첨자는 해당

프레임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매칭되는 블록을 찾아내는데 사용되는 검색 방법으로는 전역 검색(Full search)방법 및

3-Step 검색 방법이 있다. 전역 검색 방법은 성능이 우수하지만 하드웨어의 부담을 가지고, 3-Step 검색 방법은 하드웨어

가 간단하지만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장단점을 각각 가지므로, 이는 목표로 하는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도1의 시간 간격을 가지는 프레임에서, 프레임 A와 프레임 C사이에서 SAD값을 통해 구한 최적의 모션 벡터를 MV라 하

면, 프레임 B에서 프레임 A로의 모션 벡터 MVBA 및 프레임 B에서 프레임 C로의 모션 벡터 MVBC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

다.

  

수학식 2

  

  상기 식에서, mv는 단위 모션 벡터[dx,dy]를 나타낸다.

  종래 기술에 따르면, 프레임 보간시 일반적인 영상인 경우는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 프레임의 화소값을 결정한

다. 즉, 보간 프레임의 화소값 fB(i,j)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3

  수학식 3에서 프레임 B에서 프레임 A로의 모션 벡터, 프레임 C로의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될 프레임의 화소값을 구

할수 있다. 한편, 고속으로 변화하는, 즉 빠른 영상이거나 혹은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영상인 경우에는 모션 벡터의

추정이 어려워져서 일반영상과 같이 보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종래의 기술에서는, 앞뒤 프레임의 동일한 위

치에 있는 화소값의 평균을 통해 보간을 하였다. 즉, 이러한 특수한 영상에 대해서는 그 보간 프레임의 화소값은 다음 수학

식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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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상기 수학식 4에서는 수학식 3과 달리 모션 벡터를 이용하지 않고 화소값 fB(i,j)를 구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움직임 추정 기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영상에 대해서는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을 하고, 특수한 영상에

대해서는 앞뒤 영상의 평균값을 취하여 보간을 함으로써 영상이 심각하게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빠른 영상, 즉 화소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영상의 경우, 동영상에서 블러링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인간의 눈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이

므로 역시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영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입력되는 영상과 보간된 영상사이의 블러링이 생기고, 동영상을 실시간으

로 볼 때 밝고 어두운 휘도차이가 눈에 띄여 거슬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프레임 보간을 함에 있어 기존의 기술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영상을 기존의 고속 변환 영상과 같이 처리

하던 방법과 달리, 별도의 알고리즘을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블러링 현상이 발생하여 화질이 열화되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 컨버전(Frame Rate Conversion)시의 프레임 보간하는 장치는, 입력된 프레임에

대한 SAD Map 연산을 수행하여 블록 매칭을 시키는 연산부, 상기 SAD값을 이용하여 영상이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반복패턴 판단부, 상기 SAD값을 통해 모션 벡터를 계산하는 모션 벡터 추출부, 상기 모션 벡터의 값을 이용하여

영상이 고속으로 변화하는 영상인지를 판단하는 고속 변환 영상 판단부 및 상기 판단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보간 프레임의

화소값을 달리하는 보간부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라 프레임 보간을 하는 방법은, 앞뒤 프레임의 블록을 설정하는 단계, SAD 매핑 연산을 실행하고 매칭

되는 블록을 탐색하는 단계,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영상신호가 반복 패턴으

로 나타난다고 판단되면, 앞 프레임의 화소값으로 보간하는 단계, 상기 반복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모션 벡터를 추

출하는 단계,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고속 영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고속

영상으로 판단된 경우, 앞뒤 프레임상에서 동일위치의 화소의 평균값으로 보간하는 단계, 상기 고속 영상으로 판단되지 않

은 경우,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도2는 본 발명에 따라 프레임 보간을 하는 프레임 보간장치의 간략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써 연산부(210), 판

단부(300) 및 보간부(250)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판단부(300)는 반복 패턴 판단부(220), 모션 벡터 추출부(230) 및 고속

변화 영상 판단부(240)를 포함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본 발명은 프레임 보간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므

로, 프레임 보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타 영상 장치의 구성은 설명 및 도시를 생략하였다.

  상기 연산부(210)는 앞뒤 프레임 사이에서 일정한 크기의 블록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크기의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상

기 검색 범위 내에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 :화소차의 절대치의 합)값을 연산한다. 이 경우 상기 SAD값은 상

술한 수학식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상기 SAD값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최적의 블록 매칭으로 판

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검색 방법으로는 전역 검색(Full search) 방법, 3-step 검색 방법등이 사용되어 질 수 있

다.

  반복 패턴 판단부(220)는 상기 매칭되는 블록을 비교하여 영상이 반복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상기 판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복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반복 패턴 인식 알고리즘의 일실시예로써 기 제안된 3단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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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면, 첫번째 단계인 Diagonal Map Distance는 프레임의 블록에 대해서 각 대

응화소의 차이에 대한 절대치를 합해서 MAE(Mean Absolute Error) MAP을 구하고, 대각선 상에 존재하는 MAE데이터

의 차의 합을 나타내는 diagonal distance가 일정 이상의 임계값을 가지고 있으면 잠재적인 반복 패턴으로 인식한다. 두번

째 단계인 MAE MAP Classification은 MAE Map을 소블록 규모로 분리한뒤, 각 블록의 MAE Ratio(Max/Min)값이 전체

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대각선이나 상하 좌우로 치우쳐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유사 반복 패턴으로 간주하여 반복패턴

에서 제외한다. 마지막 단계인 Modifide Median Filtering과정은 일반적으로 반복 영상은 밀집되어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

여 주변 블록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주변 블록(예로 3x3 블록)중에서 일정 개수 이상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뢰

할 수 있는 반복 패턴 영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의 반복성을 판단 할수 있다.

  상기 반복 패턴 판단부(220)에서 반복 패턴으로 인식되면, 바로 보간부(250)로 신호를 보내고, 상기 보간부(250)는 앞

프레임의 동일 화소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보간을 하게 된다.

  모션 벡터 추출부(230)는 상기 반복 패턴 판단부(220)에서 반복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앞뒤 프레임의 SAD값으로부

터 최적의 모션 벡터를 추출하게 된다. 이 경우 최적의 모션 벡터는 SAD값이 가장 작은 경우의 모션 벡터를 취한다.

  고속 변화 영상 판단부(240)는 상기 모션 벡터 추출부(230)로부터 추출된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영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인지 일반 영상인지를 판단한다. 즉, 모션 벡터가 일정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빠른 영상으로 인식하고, 그외의 경우는

일반 영상으로 인식한다.

  한편, 보간부(250)는 상기 판단부(300)에서 판단된 결과에 따라 보간 프레임의 화소값을 달리하여 보간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레이트 컨버전시의 프레임 보간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S410단계

에서는 먼저, 보간 프레임의 앞뒤 프레임사이에서 일정한 크기의 블록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S420단계에서, 상기 블록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크기의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상기 검색 범위 내에서 SAD

를 연산하고, 상기 SAD를 비교하여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최적의 블록 매칭으로 판단한다.

  S430단계에서는, 기존의 반복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상기 앞뒤 프레임의 매칭되는 블록간의 영상을 비교하여

반복패턴으로 나타나는 영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반복 패턴 인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구체적 단계의

도시는 생략한다.

  만약, 상기 단계에서 반복 패턴 영상으로 판단된다면, S440단계에서 보간부(250)는 보간될 프레임의 I화소의 값을 앞 프

레임의 동일위치에 존재하는 A화소의 값으로 하여 보간을 하고 프레임 보간 과정이 종료된다.

  만약, S430단계에서 반복 패턴 영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S450에서 모션 벡터를 추출하게 된다. 상기 모션 벡터는 상술

한 바대로 SAD값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다음, S440단계에서는, 고속으로 변하는 영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즉, S440단계에서 추출된 모션 벡터 값이 일정 이상

으로 큰지를 판단하고 만약 크다면 고속 변환 영상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과정도 반복 패턴 영상인 경우와 마

찬가지로 기존의 고속 영상 인식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만약, 고속으로 변하는 영상으로 판단되면, S470에서 보간부(250)는 보간될 프레임의 I화소를 앞뒤 프레임상의 동일 위

치에 존재하는 A화소, B화소의 평균값으로 하여 보간하게 된다. 만약, 고속으로 변하지 않는 일반 영상으로 판단되면,

S480에서 보간부(250)는 화소C, 화소D로의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하게 된다.

  도4는 이러한 보간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에서의 세개의 라인(line)은 각각 이전 프레임, 보간 프레임 및 이후 프

레임을 나타내고, 각 라인상에 배열된 원형부분은 프레임상의 각각의 화소를 나타낸다. 도4a는 반복 패턴으로 인식되는 경

우의 보간 방법을 나타내는데, 이경우 보간될 프레임의 화소 I는 이전 프레임상의 동일 위치, 즉 화소A의 값으로 보간된다.

한편, 도4b는 빠른 영상으로 인식되는 경우로써, 보간될 프레임의 화소I는 앞뒤 프레임의 동일 위치의 화소값, 즉, 화소A,

화소B의 평균값으로 보간된다. 도4c는 일반 영상인 경우로써, 이 경우는 프레임간의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한다. 즉,

프레임 B에서 프레임 A로의 모션 벡터 MVBA 및 프레임 B에서 프레임 C로의 모션 벡터 MVBC를 이용하여 보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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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과 같이 반복 패턴 영상에 대하여 이전 프레임의 동일 위치의 화소값으로 보간하게 되면, 기존에 블러링 현상이

발생하던 점을 해결할 수 있다. 도5는 기존의 방법으로 보간하는 경우(도5a)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보간하는 경우(도

5b)를 각각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한 것이다. 도5a의 보간된 프레임에서 현저하게 영상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

5b는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는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MSE(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구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데이터를 구하여 비교하면, 기존

방식에 대한 본 발명의 효과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앞 프레임의 화소값 f1(i,j) 및 뒤 프레임의 화소값 f2(i,j)를 이용하여

MSE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PSNR을 구할 수 있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5

  

  상기 수학식에서 M은 블록의 폭, N은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을 이용하여 구한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표 1]

 반복 패턴 영상을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한 경우

반복 패턴 영상을 앞뒤 프레임의 화

소평균을 이용하여 보간한 경우

 반복 패턴 영상을 앞 프레임의 화소값

을 그대로 이용하여 보간한 경우

 

PSNR

 15.8 dB  24.9 dB  100 dB

  표1을 살펴보면, 반복패턴 영상에 대해서는 앞프레임의 화소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보간하는 경우, 즉, 본 발명에 따라 보

간한 경우에 가장 PSNR이 높게 나타난다. 앞뒤 프레임의 화소 평균을 이용하여 보간하는 경우는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

간하는 경우보다는 PSNR이 높게 나타나지만 본 발명에 따른 경우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보간방법을 정리해 보면, 반복 패턴을 가지는 영상의 경우(도4a의 경우), 보간될 프레임의 화소I는

fB(i,j)=fA(i,j)의 값으로 보간한다.

  다음, 빠른 영상의 경우(도4b의 경우), 화소I는 의 값으로 보간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영상으로 판단된 경우(도4c의 경우), 보간될 프레임의 화소I는

의 값으로 보간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프레임 보간 방법에 의하면, 일반 영상 및 빠른 영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보간 방법에 따라 보간하나, 반복적으

로 되풀이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앞 프레임의 화소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보간함으로써, 기존에 반복 패턴 영상의 보간시 블

러링 현상이 나타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각적으로도 또한 데이터 상으로도 잘 나타난다. 즉, 도5a의

보간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블러링 현상이 도5b에서는 말끔하게 해소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고, 표1에 나타난 데이터를 비

교하여 보아도 본 발명의 보간방법에 따라 보간한 경우 반복 패턴 영상의 PSNR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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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의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본 발명을 이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상기 설

명에 비추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개량과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 레이트 변환시에 사용되는 프레임 보간 장치에 있어서,

  입력된 영상신호중 보간될 프레임의 앞뒤 프레임에 대한 SAD Map 연산을 수행하여 블록 매칭을 시키는 연산부;

  상기 블록 매칭된 프레임의 영상패턴 특성을 판단하는 판단부; 및,

  상기 블록 매칭된 프레임의 영상패턴이 반복패턴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앞 프레임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보간될 프레임의

화소값을 결정하는 보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보간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SAD값을 이용하여 영상이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반복패턴 판단부;

  상기 SAD값을 통해 모션 벡터를 계산하는 모션 벡터 추출부; 및,

  상기 모션 벡터의 값을 이용하여 영상이 고속으로 변화하는 영상인지를 판단하는 고속 변환 영상 판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보간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부는,

  영상이 반복패턴으로 나타나지 않고 고속으로 변화하는 경우, 상기 앞뒤 프레임 상에서 동일 위치의 화소값의 평균을 이

용하여 보간하고,

  영상이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고 고속으로 변화하지도 않는 경우, 상기 앞뒤 프레임의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보간 장치.

청구항 5.

  앞뒤 프레임의 블록을 설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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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매핑 연산을 실행하여 매칭되는 블록을 탐색하는 단계;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반복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판단하는 단계;및

  상기 영상신호가 반복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판단되면, 앞 프레임의 화소값으로 보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레임 보간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 패턴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모션 벡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고속 영상인지 판단하는 단계;및

  상기 고속 영상으로 판단된 경우, 앞뒤 프레임 상에서 동일위치의 화소의 평균값으로 보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보간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영상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상기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보간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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