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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대로 컬러된 샘플들을 갖는 신호(RGBin)에서 컬러 샘플을 보간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간될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G)

의 인접 컬러 샘플들(G1, G2, G3, G4) 및 보간될 컬러 샘플과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다르게 컬러된 샘플(R/B)에 따라, 미

싱 컬러 샘플이 보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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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색인어

보간 방법, 보간 장치, 보간기, 컬러 샘플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교대로 컬러된 샘플들(alternated colored samples)을 갖는 신호에서 컬러 샘플을 보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및 이러한 장치를 포함하는 카메라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높은 컬러 신호 해상도를 제공하기 위한 보간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

의 제1 및 제2 양상들은 청구범위 제1항 및 제15항에 각각 규정된 보간 방법 및 보간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의 양

상은 청구범위 제16항에 규정된 카메라를 제공한다. 유리한 실시예들이 종속항들에 정의되어 있다.

본 발명의 주요한 양상에 따른, 교대로 컬러된 샘플들을 갖는 신호에 컬러 샘플을 보간하는 방법에서, 미싱(missing) 컬러

샘플은 보간될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의 인접 컬러 샘플들과, 보간될 컬러 샘플과 같은 위치로부터의, 다르게 컬러된 샘

플에 의존하여 보간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양상들은 아래의 실시예를 참조한 설명에 의해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RGB 및 YeGCy 베이어(Bayer) 필터를 각각 도시한 도면.

도 2는 RGB 베이어 필터에 의해 얻어진 GRB 컬러들의 피치 및 RGB 픽셀의 샘플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A 및 도 3B는 RGB 베이어 필터의 이론적인 및 실제적인 나이키스트 도메인(Nyquist domain)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미싱 녹색 픽셀(missing green pixel)의 위치에 적색 또는 청색 픽셀을 도시한 도면.

도 5A 및 도 5B는 파라미터들 SmartGainR 및 SmartGainB의 2개의 다른 값들에 대한 근백색 영역(near-white area)을

도시한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백색 밸런스(white balance) 제어회로 및 RGB 프로세서의 2개의 구성들을 도시한 도

면.

도 7A 및 도 7B는, 중앙 녹색 픽셀이 존재하고 스마트 녹색 알고리즘(smart green algorithm)에 의해 복구될 때, 가장 가

까운 주변의 녹색 픽셀들 및 샘플 피치를 각각 도시한 도면.

도 8은 허위 컬러 킬러(false color killer)를 갖는 컬러 샘플 보간기(interpolator)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9A 및 도 9B는 허위 컬러 킬러를 갖는 컬러 샘플 보간기의 제2 및 제3 실시예들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과 윤곽(contour) 신호 발생을 이용한 컬러 샘플 보간기의 제1 실시예 및 센서를 포함하는

카메라의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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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 및 윤곽 신호 발생을 이용한 컬러 샘플 보간기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 및 윤곽 신호 발생을 이용한 컬러 샘플 보간기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 및 윤곽 신호 발생을 이용한 컬러 샘플 보간기의 제4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실시예

도 1A는 RGB 베이어 이미지 센서의 컬러 필터 어레이(color filter array)를 도시하고, 도 1B는 YeGCy 베이어 이미지 센

서에 대한 대응 어레이를 도시한 것이며, 여기서 Ye는 황색(yellow), Cy는 시안색(cyan)이다. YeGCy 베이어 필터에서,

RGB 베이어 필터와 비교하면, 적색은 황색으로 대체되고 청색은 시안색으로 대체된다. 도 1에서, H 및 V는 수평(열들) 및

수직(행들) 방향들을 각각 나타낸다. 센서는 정방형(square)이고 연속적인 픽셀들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해상도가

센서의 종횡비(aspect ratio)에 무관하고 수평 및 수직 방향에서 변조 전송 특성이 컬러 각각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도 2는 GRB 컬러들 및 RGB 픽셀들의 피치의 샘플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피치(p)는 동일한 컬러를 갖는 2개의 인접 픽셀

들 사이의 거리이다. 그 역수는 센서의 단일 RGB 출력의 경우, 픽셀 또는 시스템 클럭 주파수, 즉 fs =1/p 를 나타낸다.

RGB 컬러 각각의 샘플 주파수는 RGB 컬러 각각의 픽셀들 사이의 최단 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적색 및 청색 컬러들에 대

해 수평 및 수직 샘플 주파수는 1/2p = fs/2 이고, 녹색에 대해 대각선 샘플 주파수는 이다.

샘플링된 이미지에 대해, 컬러 각각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컬러 각각의 샘플 주파수의 배수로 반복된다. 배수 샘플 주파수

들은 2차원 어레이에서 같은 거리들에 위치된다.

도 3A 및 도 3B는, 이론적으로 샘플 주파수 포인트는 무한개이므로, 매우 제한된 개수의 샘플 주파수 포인트를 갖는 상기

어레이에 대응하는 나이키스트 도메인(Nyquist domain)을 도시한다. 에일리어싱(aliasing)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 주파수

포인트 주변의 스펙트럼 각각은 그 인접한 샘플 주파수 포인트들의 스펙트럼과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스펙트럼이 중

첩되지 않으면, 나이키스트 정리는 충족된다. 즉, 광 시스템과 픽셀의 통합 감광부를 통해 공급되는 장면(scene)의 입력 주

파수들은 컬러 각각의 샘플 주파수의 1/2 보다 낮아야 한다. 이 나이키스트 도메인 외측에서 공급되는 주파수들은 확실히

에일리어싱을 유발한다. 이것은 컬러 각각의 최대 해상도가 컬러 각각의 샘플 주파수의 1/2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적색 및 청색에 대해, 수평 및 수직 방향에서의 최대 해상도는 fsRB/2 =fs/4 이고, 대각선 방향에서

*fs/4 이다. 녹색에 대해, 대각선의 최대 해상도는 fsG/2 = fs/ 이고, 수평 및 수직 방향에서 최대 해상도는 fs/2 이다.

그 대칭성 때문에, 적색, 청색 및 녹색의 나이키스트 도메인들은 1/4 만을 나타내는 단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R/B는 적색/청색 도메인을 나타내고, G는 녹색 도메인을 나타낸다. 원하는 도메인은 1/4 원으로써 표시되고, 반면 전체 정

방형은 3 CCD 카메라의 도메인에 대응한다.

단일 RGB 베이어 센서의 나이키스트 도메인을, 센서 각각이 베이어 센서와 동일한 샘플링 주파수 'fs'를 갖는 3 CCD 카메

라의 정방형 도메인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의 눈은 회전적으로 대칭인 해상도를 갖기 때문에, 비교 목적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도메인은 원형이다. 이러한 희망되는 도메인은, RGB 컬러 각각에 대해, 풀(full) VGA 또는 XGA, 또는 다른

포맷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이키스트 주파수 fs/2 근처의 컬러 녹색은 나이키스트 정리의 사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가시적 왜곡들이 명백히 있다. 적색 및 청색 샘플링된 컬러들에 대해서도, 대각선 방향으로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방향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리지널 장면은 수평선들 및 수직선들로 구성될 수 있

다. 샘플링된 존플레이트(zoneplate)의 에일리어싱의 양을 고려하여, 새로운 도메인의 향상된 근사가 도 3B에 도시되었

다. 새로운 경계(border)에서, 소량의 에일리어싱만이 인지될 수 있다. 예전 경계 근처에서 에일리어싱 양이 증가한다.

결론은, 적색 및 청색 신호들, 특히 녹색 신호가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 제안된 것보다 낮은 해상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fs/2 근처의 녹색 엘리어싱의 양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 질 수 있거나, 또는 H- 및 V- 방향에 대해 광학 저대역통과필터를

적용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고가이고, 또한 해상도를 떨어뜨린다. 적색, 녹색, 청색의 대각선 에

일리어싱의 저감을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등록특허 10-0574185

- 3 -



본 발명의 주요한 양상에 따르면, 녹색 해상도는 이하에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Smart Green processing)으로서 언급되는

것에 의해,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fs/2 근처에서 향상된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녹색의 해상도 손실(loss)은 원래 예

상된 도 3A의 나이키스트 도메인으로 복구된다. 스마트 녹색은 대각선 방향들에서 동작하지 않는다.

스마트 녹색에 대한 알고리즘은, 해상도 손실들이 고주파수 백색 또는 근백색 장면들에서 가장 잘 관찰되고 컬러된 장면에

서 덜 관찰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적색 및 청색은 fs/2 근처의 백색 또는 근백색 고주파 부분의 복구

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적색 및 청색이 fs/2 주변에서 그들의 최대 에일리어싱을 생성한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모

든 컬러된 픽셀들은 미싱 녹색 픽셀의 값을 결정할 때 흑색 및 백색 픽셀들로서 취급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2개의 알고

리즘들이 적용된다: 하나는 데이터를 정렬(sorting)하는 알고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페이딩하는 알고리즘이다.

도 4는 미싱 녹색 픽셀(R/B) 주위의 픽셀들의 정의(definition)를 도시한 것이다. 이 미싱 녹색 구성은 RG/GB 베이어 센서

들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RGG/GGB 및 RGGG/GGBG 센서 유형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미싱 픽셀 문제를

가지며, 따라서 스마트 녹색 알고리즘은 또한, 이들 컬러 필터 어레이들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 변수들이 사용된다:

G12 = (G1+G2)/2

G34 = (G3+G4)/2

SigmaG = (G12+G34)/2, 평균 녹색값

RBc : 중앙 픽셀의 적색 또는 청색값

SmartGawbR,

SmartGawbB : 디폴트값이 1.0인 스마트 녹색 백색 밸런스(및 매트릭스) 파라미터들

SmartGainR,

SmartGainB : 대칭적인 근백색 영역에 대한 RBc를 위한 여분의 이득으로서, 디폴트값이 1.0임.

삭제

minG : 페이드 알고리즘에 대한 최소 분모(denominator) 값

fade : 미싱 녹색 픽셀에 대한 페이더 값

smartG : 보간 결과

특히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을 위한 매우 흥미로운 스마트 녹색 방법은, 크기 순서대로 G12, G34 및 RBc를 정렬함으로써

제공된다. 정렬된 시퀀스의 중앙값, 즉메디안 값(median value)은 미싱 녹색 픽셀의 복구에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smartG = median {G12, G34, RBc} 이다.

적색 및 청색 중앙 픽셀에 대한 RBc 값은 다음과 같다:

RBc = SmartGainR * SmartGawbR * 적색 값

RBc = SmartGainB * SmartGawbB * 청색 값

SmartGainX와 SmartGawbX의 곱은 RBc를 산출하는 곱셈기에 하나의 파라미터로서 컨트롤러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여

기서, SmartGainX는 SmartGainR 또는 SmartGainB를 나타내고, SmartGawbX는 SmartGawbR 또는 SmartGawbB를 나

타낸다. 이하, SmartGainX 및 SmartGawbX 적용하기 위한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이 근백색에

대한 미싱 녹색 픽셀만을 복구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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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알고리즘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 보다 복잡한 방법이 페이딩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다. 디폴트 페이드 값은 0.5로 설

정되고, 이것은 smartG 페이드 작용이 없을 때 평균 녹색값 sigmaG와 동일한 미싱 픽셀 복구의 원인이 된다. RBc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값이 유지되고, 해상도 개선을 위한 방향은 이 RBc 값의 도움으로 결정된다.

첫째, 상황이 G12 ＞ G34 에 대해 판단된다. 그 후,

만약 G12-sigmaG ＞ minG 이라면,

fade = 0.5*(1＋(RBc - sigmaG)/(G12-sigmaG));

fade > 1 이면, fade = 1,

fade < 0 이면, fade = 0;

SmartG = fade * G12 ＋ (1 - fade) * G34

그밖에 smartG = sigmaG

fade 및 smartG의 계산을 위해, 다음을 유지한다:

RBc ＞ sigmaG 라면, 백색 우세(= 수직 해상도 향상),

RBc ＜ sigmaG 라면, 흑색 우세(=수평 해상도 향상),

RBc = sigmaG 라면, smartG = sigmaG.

이 방향 검측 알고리즘이 근백색 신호들에 대해 만족스럽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여기서, R, G 및

B는 대략 동일한 값들을 갖는다. 더 포화된 컬러들에 대해 복구는 실패하기 시작할 것이나, 근백색 고주파 부분들은 고포

화된 고주파 부분보다 훨씬 잘 관찰될 것이다. 이것은 스마트 녹색 알고리즘을, 미싱 녹색 픽셀의 도시된 구조를 갖는 어플

리케이션에 매우 유리하게 만든다.

페이더의 사용은, G12, G34 및 RBc의 함수로서 미싱 녹색 픽셀에 대해 슬라이딩 결과가 달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이것은, 급격하고 명백히 보여지는 주변 녹색 픽셀들로부터의 편차가 없다는 것과, 복구된 픽셀들의 왜곡이 최소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페이더에도 불구하고, 정렬 알고리즘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에 유의한다. 하나의 장면으로서 2차

원 존플레이트에 있어, 페이더에 의한 슬라이딩 제어는 fs/2 주파수 주변에 거의 완벽하게 간섭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명확

히 볼 수 있다.

슬라이딩 페이딩 알고리즘의 기여들 중 하나는 RBc와 G12 로부터 sigmaG를 차감하는 것에 의해, AC 값들에 근거한 페이

더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실현된다. 언뜻보면, 이것은 (RBc-sigmaG) 파라미터에 대해 이상할 수 있지만, 백색 근처의 컬러

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RBc-sigmaG) 대신 (RBc-sigmaRBc)를 사용하여, 평균된 둘러싸는 RBc 픽셀들을 이용한

실험은 미싱 녹색 픽셀의 재구성에 실패했다.

G34 ＞ G12 의 조건인 경우에는, 상술한 것과 유사하다:

만약 G34-sigmaG ＞ minG 이라면,

fade = 0.5*(1＋(RBc - sigmaG)/(G34-sigmaG))

fade ＞ 1 이라면, fade = 1 이고,

fade ＜ 0 이라면, fade = 0 이다.

smartG = fade * G34 ＋ (1 - fade) * G12

fade 및 smartG의 계산을 위해, 다음이 유지된다:

RBc ＜ sigmaG 라면, 흑색 우세(= 수직 해상도 향상)이고,

RBc ＞ sigmaG 라면, 백색 우세(＝수평 해상도 향상)이나,

RBc = sigmaG 라면, smartG = sig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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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minG는 fade 값의 계산을 위해 분모를 제한한다. minG에 대해, 예를 들면 100IRE 의 1/16 전체 범위 진폭, 최악

의 경우 디바이더(divider) 작용은 (1-1/16)/ 1/16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만약 RBc = 100 IRE 라면 약 16배가 증폭될 것

이다.

물론, 증폭량을 예컨대, 약 8배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minG는 100 IRE 의 1/8 이 된다. 그러나, PC 시

뮬레이션에 따르면, 1/8의 minG 값은 복구된 녹색 신호의 왜곡 양이 관련되는 한 허용가능하다.

또한, 이 허용가능한 왜곡으로 인해, minG는 fs/2 에서 전체 변조 전이에 비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fs/2 에서 50%의 전

체 변조 진폭 전이로, minG가 단순히 허용가능한 왜곡에 대해 0.5*1/8 즉, 100 IRE 의 1/16 이 되어야 한다.

G12 및 G34 의 특정 값에서, R/B 중앙 픽셀의 RBc 값의 함수로서, 몇가지 페이더 특성들이 가능하다.

보다 단순한 페이더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실험되었다. 상술한 알고리즘과 비교하면, 그것은 보

다 많은 왜곡들을 일으키는 복구된 smartG 신호에서 보다 작은 신호 진폭들에 대해 덜 정밀하고, 보다 작은 근백색 영역

(near-white area)을 갖는다. 이 보다 단순한 페이더 알고리즘에 대해, 이것은 fade = 0.5 * RBc/sigmaG 을 유지한다.

smartG의 근백색 영역은 녹색 복구가 만족스럽게 작용하는 컬러 도메인내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도 5A는 근백색 영역을

갖는 RGB 컬러 전범위를 나타낸다. 비록 이것이 슬라이딩 알고리즘이지만, 이 영역 밖의 smartG 외부는 평균 녹색값인

sigmaG와 동일하게 매우 신속하다. 보다 대칭적인 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SmartGainR 및 SmartGainB 인자들은 1.0에서

2.0까지 증가되고, 도 5B에 근백색 영역의 원인이 된다.

유효한 smartG 근백색 영역을 판정하기 위해, 2D 존플레이트가 응용된다. RGB 진폭들을 변화시킴으로써, smartG가 만

족하게 작동하는 레벨에 관한 추정이 행해질 수 있다. 순백색에 대해, 진폭 범위는 우수한 smartG 성능을 위해 매우 넓은

범위이고, 적어도 10% 내지 100% 까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RGB 컬러 도메인에서 제한적이고 비대칭적인

영역을 야기하는, 진폭들에 있어서의 확산이다. 상기 영역은 SmartGainR/B에 의해 보다 대칭적이 되도록 조절될 수 있다.

만족스럽게 기능하는 즉, 백색 주변에서 동작하는 smartG 프로세서에 대해, RBc 변수에서 적색 및 청색값들은 각각의 밸

런스 이득 인자들 awbR 및 awbB로 정정된다: 즉, SmartGawbR = awbR 및 SmartGawbB = awbB. 백색 밸런스 정정의

위치에 의존하여, 2개의 블록 다이어그램들이 smartG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 있다.

도 6A에서, 백색 밸런스 정정(white balance correction) WBC는 RGB 컬러들의 복구전에 수행된다. RGB 컬러의 복구는

적색 및 청색 컬러 샘플들에 대해 그리고 본 발명에 따라 녹색 샘플에 대해 공지된 방식으로 RGB 출력 신호들(Rout, Gout,

Bout) 를 보간하는 프로세서(PROC) 에서 수행된다. 도 6A 의 방법은 RGB 컬러 필터 어레이에만 사용될 수 있고, YeGCy

와 같은 상보적인 어레이들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 경우에, 백색 밸런스 정정은 상관된 이중 샘플링(correlated

double sampling, CDS) 및 A/D 변환(ADC) 회로(디지털 신호의 양호한 양자화 기능을 제공하는)의 아날로그 신호 경로

또는 ADC 후에 디지털 신호 경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백색 밸런스 방법을 위해, SmartGawbR/B 파라미터들은

1.0과 같으며 제어될 필요가 없다.

도 6B는 프로세서(PROC) 에 의한 RGB 및 smartG 프로세싱 후에 백색 밸런스 정정 WBC 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파라미

터들 SmartGawbR 및 SmartGawbB 는 만족스러운 smartG 프로세싱 동작을 위해, 백색 밸런스 적색 및 청색 이득 제어

awbR 및 awbG와 각각 같아야 한다.

YeGCy 베이어 어레이를 위해, RGB 베이어 어레이와 유사하게, 스마트 녹색을 위한 알고리즘은, 해상도 손실들이 고주파

수 근백색 장면에서 가장 잘 관찰되고 컬러된 장면들에서 덜 발견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 개념으로, RGB 베이어 어레

이의 적색 및 청색 대신에, 황색 및 시안색의 기여는 fs/2 주변의 백색 또는 근백색 고주파 부분들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근백색에 대해, YeGCy 베이어 어레이의 RGB 기여들이 같다면, Ye 및 Cy 에서의 최대 전자량은 RGB 베이어에서의 약 2

배가 되기 때문에, Ye 및 Cy는 대략 2G 로 유지된다. 양쪽 모두에 대해, SmartGawbR 및 SmartGawbB는 (RGB 베이어

어레이에 대해 1.0 대신에) 약 0.5이고, SmartGawbR 및 SmartGawbB는 황색 또는 시안색에 대한 RBc 값은, RBc =

SmartGawbR * Ye 또는 RBc = SmartGawbB*Cyan 이기 때문에, 녹색의 진폭과 거의 동일하게 될 것이다. awbR/R의 함

수로서 SmartGawbR/B 를 계산함으로서, 상기 스마트 녹색 알고리즘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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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적인 컬러 어레이들에 대해, 백색 밸런스(도 6B)는, 적색 및 청색 신호가 Ye-G 와 Cy-G의 뺄셈 후에서야 가용하기

때문에,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에 후속한다. 넓은 컬러 온도 범위에서 만족스럽게 작용하는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에 대해,

적당한 SmartGawbR/B 값들이 요구된다. 만약, awbR 및 awbB 파라미터들이 알려져 있다면, 이들 값들은 컨트롤러에 의

해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SmartGawbR = 1/(1＋1/awbR) 및,

SmartGawbB = 1/(1＋1/awbR)

바람직하게는, 파라미터들 SmartGawbR/B 는 카메라의 자동 백색 밸런스 카메라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컬러

매트릭스의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 백색 밸런스 및 매트릭스에 대한 정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RGB 베이어 센서

1.1 RGB 프로세서 PROC 전의 백색 밸런스로:

SmartGawbR = 1.0, SmartGawbB = 1.0 (도 6A 참조)

1.2 RGB 프로세서 PROC 후의 백색 밸런스로:

SmartGawbR = awbR, SmartGawbB = awbB (도 6B 참조)

1.3 RGB 프로세서 PROC 후의 매트릭스 및 RGB 프로세서 RGBproc 전의 백색 밸런스로:

SmartGawbR = EGiwb/ERiwb, SmartGawbB = EGiwb/ERiwb

EGiwb, ERiwb 및 EGiwb는 다음 매트릭스 곱셈을 이용하여 유도된다.

이 때, 매트릭스 계수들에서 b11 내지 b33은 카메라 신호 프로세싱에 사용된 RGB 매트릭스 계수들 a11 내지 a33의 역 매

트릭스 계수를 형성한다. 그러나, 만약 허위 컬러(false color)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발생한다면, 카메라 매트릭스 계수

들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a11 = a11

a12 = a12*awbR

a13 = a13*awbR

a2x = a2x (녹색 매트릭스 계수에 적용안함)

a31 = a31*awbB

a32 = a32*awbB

a33 = a33

RGB 프로세서 PROC 후 백색 밸런스 및 매트릭스로:

SmartGawbR = EGiwb/ERiwb, SmartGawbB = EGiwb/EBi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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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EGiwb, ERiwb 및 EBiwb 는 다음 매트릭스 곱셈에 의해 유도된다:

2. YeGCy 베이어 센서

2.2 (상술한 바와 같이) RGB 프로세서 PROC 후 백색 밸런스로:

SmartGawbR = 1 /(1 ＋1/awbR), SmartGawbB = 1 /(1 ＋1/awbB)

2.4 RGB 프로세서 PROC 후에 백색 밸런스로 및 매트릭스로:

SmartGawbR = EGiwb/ERiwb, SmartGawbB = EGiwb/EBiwb

이 때,

ERiwb 1/awbR b11 b12 b13

EGiwb = 1 × b21 b22 b23

EBiwb 1/awbB b31 b32 b33

및 이어서 다음과 같은 보정이 가해진다:

ERiwb = ERiwb + EGiwb

EBiwb = EBiwb + EGiwb.

허위 컬러 킬러(false color killer)는 인접 픽셀들을 사용하는 검출 알고리즘으로 기동한다. RGB Bayer 컬러 어레이에 대

해, 이것은 컬러된 에일리어싱의 절반만을 제거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검출기 형태로 될 것이다. 이러한 검출기는 녹색의

존재와 녹색 픽셀들을 둘러쌈으로써 그 대각선을 필요로 한다. 에일리어싱 양의 제 2 절반은 미싱 녹색 픽셀로 복구된 스

마트 녹색의 도움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 이들 2개의 허위 컬러 검출기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적색과 청색 에일리어싱

성분은 제거될 수 있다.

최소 가능 검출 영역(the smallest possible detection area)은 허위 컬러들의 검출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RGB 베이어

어레이에 대해, 이것은 2개의 다른 영역들을 초래한다. 즉 녹색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하나, 및 녹색이 존재하지 않는 위

치에 대한 하나를 초래하지만, 그 영역에서 복구된 스마트 녹색은 이용가능하다. 도 7a 및 도 7b는, 양쪽 위치에 대해, 최

소 검출 영역과 최근접 주변 녹색 픽셀들의 선언(declaration)을 나타내고 있다. 양 검출기들 간의 차이들은 G1 내지 G4의

취급 및, 현재의 중앙 녹색 픽셀 Gc 또는 복구된 스마트 녹색 픽셀의 복구에 영향을 준다. 단순화하기 위해, 이러한 스마트

녹색 픽셀은 또한 Gc로 규정된다. 양 검출기들 사이의 또다른 차이는 주변 픽셀들에 대한 샘플 피치에 의해 결정된다: 즉,

Gc가 있는 경우는 p , Gc가 없는 경우는 p이다. 양 검출기들에 대해, 다음이 유지된다: SigmaG = (G1+G2+G3+G4)/

4, 평균 G녹색 값.

abs(Gc-sigmaG) 〉FCgain*FClevel이면, 허위 컬러 검출 조건이 충족된다.

FClevel값은, 렌즈에 의해 생긴 fs/2 주변의 전체 변조 깊이, 가능한 광학 저역통과, 및 픽셀의 감광성 윈도우의 싱크 함수

(sinc function)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FClevel는 fs/2에서 카메라 유형 각각의 전체 변조 깊이의 함수로서 조절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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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gain 값은 이론적으로 Gc가 존재할 때의 샘플 피치 p 와 Gc가 없을 때의 p에 비례한다. Gc가 존재하면, 원하지 않는

허위 컬러 킬링을 방지할 때 FCgain 값이 2인 것이 인 경우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Gc

가 없으면, FCgain은 1이다.

허위 컬러 검출 조건이 충족되면, 이후 "허위컬러(falsecolor)"라고 하는 불린(boolean)은 참(true)으로 설정된다. 상기 조

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불린은 거짓으로 설정된다. 허위컬러 불린이, 참이면, 허위 컬러 제거 작용을 위해 사용되고, 또

한 허위 컬러 제거가 페이더(fader)와 함께 실행되는 경우 페이더 값의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허위 컬러 검출 불린이 참으

로 설정되면, 2개의 위치들에서 2가지 방법들로 허위 컬러를 제거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드 스위칭 컬러 킬러(hard

switching color killer)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페이딩 버전이다.

제 1 위치는 스마트 G 프로세싱이 일어나는 위치와 동일하고, 다른 위치는 휘도 신호 Y 및 (저역-통과 필터링된) 컬러 차

이 신호들(difference signals) R-Y와 B-Y가 가용한 곳에 위치된다. 다음의 개관은 허위 컬러 제거 가능성들 FC1 내지

FC4를 나타내고, 이들 각각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FC1: 위치 SmartG에서 스위칭에 의한 제거

FC2: 위치 SmartG에서 페이딩에 의한 제거

FC3: 위치 Y, R-Y, B-Y에서 스위칭에 의한 제거

FC4: 위치 Y, R-Y, B-Y에서 페이딩에 의한 제거

FC1: 스마트G 위치에서 스위칭에 의한 허위 컬러 제거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 전의 백색 밸런스 제어 및 참으로 설정된 허위컬러 불린(boolean)으로, 제거 동작 동안 Red = Gc 및

Blue = Gc를 유지한다. 시뮬레이션들에 따르면, FClevel은 fs/2에서, 100% 변조 깊이를 갖는 전체 신호 범위(100IRE)의

1/16로 조절되어야 한다(즉, 8비트와 256 그레이 레벨, FClevel은 16임).

신호-대-노이즈 비가 약 26dB이면, FClevel은 원하지 않는 컬러 킬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범위의 1/8로 증가되어야 한

다. 신호 대 노이즈 비는 fs/2 의 대역폭에 대해 가중되지 않고, Green 신호에 대해 측정된다.

백색 밸런스가 스마트 Green 프로세싱 후 위치되면, 허위 컬러 킬링의 경우에 적색 및 청색이 백색으로 2번 정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색과 청색 허위 컬러 결과들은 백색 밸런스 적색 및 청색 이득 제어들, awbR과 awbB 에 의해 각각 나누

어져야 한다. 그 경우 및 참으로 설정된 허위 컬러로, 허위 컬러 제거에 대해, Red = Gc/SmartGawbR 및 Blue = Gc/

SmartGawbB 을 유지한다.

도 8은 허위 컬러 킬러를 구비한 컬러 샘플 보간기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한다. 센서로부터의 RGB 입력 신호가 프로세서

(PROC')에 인가되고, 상기 프로세서 (PROC')는 녹색을 얻는데 스마트녹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RGB 복구를 수행하고,

허위 컬러들의 존재(출력 불린 허위컬러)를 검출한다. 프로세서(PROC')로부터의 적색 신호(R), 청색 신호(B), 및 불린 허

위컬러는, 보정된 적색 신호(R')과 보정된 청색 신호(B')를 얻기 위해, 허위 컬러 킬러 회로(FCK)에 인가된다. 신호들(R'와

B')는 적색 출력 신호(Rout)와 청색 출력 신호(Bout)을 얻기 위해 백색 밸런스 제어 회로(WBC)에 인가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컬러 매트릭스(B)(위에서 설정된 계수 b11 내지 b33을 가짐)는 바람직하게는 RGB와 스마트녹색 프로세서와 허위

컬러 검출기(PROC'), 및 허위 컬러 킬러(FCK)사이에 삽입된다. 컬러 매트릭스(B)의 적색 출력 신호(r)와 청색 출력 신호

(b)는 허위 컬러 킬러(FCK)에 공급되고, 한편 컬러 매트릭스의 녹색 출력 신호(g)는 프로세서(PROC')의 출력 신호

(smartGreen)와 함께 도 8의 회로의 녹색 출력 신호(Gout)를 형성한다. 어떻게 2개의 녹색 신호들 (smartG와 g)이 프로

세스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 9b에 도시되어 있다.

FC2: smartG 위치에서 페이딩에 의한 허위 컬러 제거

허위컬러 불린이 참이면, 이후 페이딩 알고리즘은,

FCfade = abs(Gc-sigmaG)/FCfade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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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 (1- FCfade)*(Red-Gc)와 B-Y = (1-FCfade)*(Blue-Gc)

Red = R-Y + Gc 와 Blue = B-Y + Gc

이다.

디폴트 FClevel은 1/16이고, 분모 FCfadelevel은 전체 범위 100IRE의 1/4이다.

노이즈의 함수로서, FClevel은 전체 스케일 값의 1/8까지 증가하지만, FCfadelevel은 유지된다. 그 경우, Red와 Blue 허

위 컬러 결과들은 거의 스위칭 모드와 같게 될 것이다.

분모 FCfadelevel은 FClevel로 행해지는 것과 유사하게, 전체 MTE의 변조 깊이에 비례하도록 적응될 수 있다.

smartG와 허위 컬러 후의 백색 밸런스 제어로, Red와 Blue 결과들은 또한 SmartGawbR과 SmartGawbB로 각각 나누어

져야 한다. 도 8을 참조하고 페이딩 허위 컬러 킬러에 대한 빗금친 FCfade 커넥션을 주목하라.

FC3: R-Y/B-Y에서 스위칭에 의한 허위 컬러 제거

FC3와 FC4에 대해서는, R-Y/B-Y 또는 U/V 위치에서의 허위 컬러 제거 전에 백색 밸런스 제어가 행해지는 것으로 가정

한다. 이것은 백색 밸런스를 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나눗셈 회로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Red = Gc/SmartGawbR과

Blue = Gc/SmartGawbB.

4개의 제거 가능성 FC1 내지 FC4 모두에 대해, 동일한 조건하에서 허위 컬러 검출이 smartG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

된다: 즉

'if abs(Gc-sigmaG) 〉 FCgain*FClevel then etc. '

FCgain과 FClevel에 대한 동일한 조절들은 전술한 것과 같이 유지되고, 그 뿐만 아니라 Red와 Blue에 대해 동일한 전달

특성이 Gc의 함수로서 유지한다.

허위컬러 불린이 참이면, 다음과 같은 작용이 R-Y/B-Y 위치에서 발생한다:

R-Y = O 와 B-Y = 0, (또는 U = O과 V = O)

FC4: R-Y/B-Y 위치에서 페이딩함으로써 허위 컬러 제거

허위컬러 불린이 참이면, 다음과 같은 페이딩 작용이 일어난다:

FCfade = abs(Gc-sigmaG)/FCfadelevel

U' = (1-FCfade)* U

V' = (1-FCfade)* V

FCfade = 1에서 색차 신호는 0이 된다.

빗금친 FCfade 선을 포함하여, 도 9a는 이 FC4 방법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센서로부터의 RGB 입력 신호(RGBin)는 프로

세서(PROC')에 인가되고, 프로세서(PROC')는 녹색을 얻기 위해 스마트녹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RGB 복구를 수행하

고, 허위 컬러들의 존재(출력 불 허위컬러)를 검출한다. 프로세서(PROC')로부터의 적색 신호(R)와 청색 신호(B)는 적색 신

호(R")와 청색 신호(B")를 얻기 위해 백색 밸런스 제어 회로(WBC)에 인가된다. 매트릭스 회로(MX)는 프로세서(PROC')로

부터의 녹색 신호(smartG), 적색 신호(R") 및 청색 신호(B") 를 휘도 신호(Y)와 색차 신호 (V 및 U)로 변환한다. 또한 매트

릭스(MX)는 바람직하게는 감마 보정 동작을 수행한다. 허위 컬러 킬러 회로(FCK')는 보정된 색차 신호들(V'와 U')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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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불린 허위컬러(falsecolor)에 따라 색차 신호(V와 U)를 보정하며, 보정된 색차 신호들(V'와 U')은 출력 색차 신호들

(Vout과 Uout)을 얻기 위해 저대역통과필터(LPF)에 의해 저대역통과 필터링된다. 매트릭스 회로(MX)로부터의 휘도 신호

(Y)는 지연 회로(DL)에서 상응하는 정도로 지연되어 출력 휘도 신호(Yout)로 공급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컬러 매트릭스

(B)(위에서 설정된 것과 같은 계수 b11 내지 b33)는 바람직하게는 RGB와 스마트녹색 프로세서와 허위 컬러 검출기

(PROC'), 및 백색 밸런스 제어 회로(WBC)사이에 삽입된다. 컬러 매트릭스(B)의 적색 출력 신호(r)와 청색 출력 신호(b)는

백색 밸런스 제어 회로(WBC)에 공급되고, 한편 컬러 매트릭스의 녹색 출력 신호(g)는 프로세서(PROC')의 출력 신호

(smartGreen)와 함께 매트릭스 회로 (MX)에 녹색 입력으로서 공급된다. 2개의 녹색 신호(smartG와 g)가 어떻게 프로세

스되는지에 대해서는 도 9b에 도시되어 있다.

도 9b는 도 9a의 실시예의 변형예를 나타내고, 도 9a와 도 9b간의 상이점들을 설명한다. 도 9b는 컬러 매트릭스(B)를 가

지고 있지 않다. 지연 회로(DL)가 없고, 또한 매트릭스(MX)의 출력 신호는 저대역통과 필터링된 휘도 신호(Ylf)를 공급하

는 저대역통과필터(LPF)에 의해 저대역통과 필터링 된다. 프로세서(PROC')의 스마트녹색 출력 신호(smartG)는 매트릭스

(MX)에 인가될 뿐만 아니라, 고주파 백색 휘도 신호(Yw)를 공급하는 고주파 백색 프로세싱 유닛(I, LPF2, DL2, Al)에도

인가된다. 가산기(A2)는 출력 휘도 신호(Yout)를 얻기 위해 고주파 백색 휘도 신호(Yw)와 저대역통과 필터링된 휘도신호

(Ylf)를 가산한다.

고주파 백색 프로세싱 유닛(I, LPF2, DL2, Al)를 제공하기 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녹색 신호를 갖

는 (베이어 센서 유형과 같은) 센서 유형들의 경우에 있어서, 휘도 신호는 0.59*G, 0.3*R과 0.11*B를 합하여 얻어지기 때

문에 고해상도 (스마트) 녹색 신호의 59% 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파수 전달 특성의 진폭 감소는 확연히 샤프니스

(sharpness)를 감소시키는 재생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주파 백색 프로세싱 유닛(I, LPF2, DL2, Al)에 의해 회피

될 수 있다. 스마트그린 신호(smartG)의 고주파 부분은 인버터(I)에 의해 얻어지고, 인버터의 출력 신호는 저대역통과필터

(LPF2)에 의해 저대역통과 필터링되어, 반전된 저대역통과 필터링된 스마트녹색 신호를 얻게 된다. 지연 회로(DL2)는 인

버터(I)와 저대역통과필터(LPF2)의 프로세싱 지연에 대응하는 지연 동안 스마트녹색 신호 (smartG)를 지연시킨다. 가산

기(Al)는 고주파 백색 휘도 신호(Yw)를 얻기 위해 저대역통과필터(LPF2)와 지연 회로(DL2)의 출력 신호를 합한다. 가산

기(Al)가 감산기로 대체된다면, 물론 인버터 I는 필요하지 않다.

도 8의 실시예에서, 휘도 신호 및 색차 신호를 얻기 위해, 컬러 매트릭스(B)의 녹색 출력신호(g) 및 백색 밸런스 제어회로

(WBC)의 출력 신호들(Gout 및 Rout)이 YUV 매트릭스(도시되지 않음)의 통상의 RGB 에 인가된다. 스마트녹색 신호

(smartG)는 도 9B에 도시된 유형의 고주파수 백색 프로세싱 유닛(I,LPF2,DL2,A1)에 의해 고대역통과 필터링되며, 고주

파수 백색 프로세싱 유닛의 출력 신호(Yw)는 출력 휘도 신호를 얻기 위해 RGB-to-YUV 매트릭스에 의해 얻어진 휘도 신

호에 가산된다. 도 9A의 실시예에서, 매트릭스 회로(MX)는 컬러 매트릭스(B)의 출력 신호(g) 및 백색 밸런스 제어회로

(WBC)의 출력 신호들(R" 및 B")을 휘도 신호 및 색차 신호(V 및 U)로 변환하는 통상적인 RGB-to-YUV 매트릭스 회로를

포함한다. 스마트녹색 신호(smartG)는 도 9B에 도시된 유형의 고주파수 백색 프로세싱 유닛(I, LPF2, DL2, A1)에 의해

고대역통과 필터링되고, 고주파수 백색 프로세싱 유닛의 출력 신호(Yw)는 RGB-to-YUV 매트릭스에 의해 얻어진 휘도 신

호에 가산되어, 매트릭스(MX)에 의해 공급된 휘도 신호를 얻는다.

본 발명에 따른 허위 컬러 제거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으로로 귀착된다. 허위 컬러 검출기의 최소 FClevel에 대

하여, 허위 컬러 제거는 결함 픽셀들처럼 보이는, 원하지 않은 확연한 컬러 킬링 작용들을 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큰 레벨을

필요로 한다. fs/2에서의, 100% 변조 깊이에 의한 시뮬레이션에서, 요구되는 최소 FClevel은 Gc가 있는 경우에는 100

IRE의 1/8이며, Gc가 없는 경우에는 100 IRE의 1/16 이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은 fs/2에서의, 더 낮은 전체 변조 깊이에

서, FC 레벨들은 비례적으로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위칭 또는 페이딩 허위 컬러 킬러에 대하여, 스위칭 및 페이딩 허위 컬러 제거의 인지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페이딩 버

전이 약간 좋다. 그 차이들은 매우 적은 화상에서만 인지될 수 있다.

최적의 허위 컬러 킬러 실행 위치에 대하여, 허위 컬러 위치들을 비교해 보면 R-Y/B-Y 위치가 다소 좋은데, 왜냐하면

LPF가 원하지 않은 컬러 킬링 작용의 경우에 그것을 희미하게 하여 잘 보이지 않는 아티팩트로 만들기 때문이다. R-Y/B-

Y 위치의 또다른 이점은 디바이더 회로들(Red = Gc/SmartGawbR 및 Blue = Gc/ SmartGawbB)이 필요로 되지 않는 점

이다.

허위 컬러 킬러 상의 스마트 이득(R/B)의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들은 이들 파라미터들이 만일 1 보다 크다면, 원하지

않은 컬러 킬링 작용들이 거의 관련되지 않는 한, 허위 컬러 킬러의 실행을 향상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중앙 녹색의 존재 시에 단지 허위 컬러 제거에 대해서, 미싱 녹색 픽셀에서 허위 컬러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

나 녹색이 존재할 때의 허위 컬러 제거는, 스마트 녹색이 없이도, 전체 에일리어싱의 50% 감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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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 10은 도 1A에 따른 RGB 베이어 필터를 갖는 센서(S)를 구성하는 카메라, 및 병렬 2D 라플라시안 윤곽(contour) 및 스

마트 녹색을 포함하는 RGB 베이어 센서를 위한 RGB 프로세싱을 간단히 보이는 도면이다. 윤곽 신호는 도 11의 실시예에

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병렬 프로세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4개의 여분 행 지연들에 대한 필요성을 방지한다. 도

10에서, 도 1A에서 RGB 베이어 컬러 필터를 갖는 센서(S)로부터의 RGB 입력 신호(RGB)는 직접 및 제 1 및 제 2 수평 행

지연(1H)을 통해 RGB(스마트녹색) 및 병렬 윤곽 프로세싱(RGBproc)의 입력에 인가되며, 이 프로세싱(RGBproc)은 윤곽

신호(cont) 뿐만아니라 RGB 출력신호들(R0,GO,BO)를 제공한다.

스마트녹색 신호가 RGB 베이어 이미지 센서의 전체 수평 및 수직 해상도를 제공하므로, fs/2 부근에서 더 큰 이득(gain)을

갖는 윤곽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스마트녹색 신호는 센서의 녹색 신호 대신, 윤곽 필터

에 공급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녹색 신호가 이용가능해야 하며, 이는 윤곽 프로

세싱이 RGB 복구 후에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11의 도면은, 이러한 프로세싱 방법이 4개의 여분 행 지연 즉, 스마트 녹색(Go) 및 윤곽 신호에의 적색 및 청색 지연 적

응을 위한 2개 및 윤곽 필터용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행 지연들의 전체 수는 6 이 된다. 도 11에서,

RGB 입력 신호(RGBin)는 직접 및 제 1 및 제 2 수평 행 지연(1H)을 통해 RGB(스마트녹색) RGBproc'의 입력들에 인가되

며, 이 RGBproc'는 전술한 스마트녹색 알고리즘에 따라 얻어진 적색 신호(R), 청색 신호(B), 및 녹색 신호(smartG)를 제

공한다. 윤곽 처리기(CONTPROC)는 녹색 신호(smartG)의 1회 및 2회 행-지연된 버전뿐만 아니라 녹색 신호(smartG)를

수신하며, 윤곽 신호(cont)를 제공한다. 1회 지연된 버전은 녹색 출력 신호(Go)를 형성하며, 반면에 RGB 처리기

(RGBproc')로부터의 신호들(R,B)은 녹색 출력 신호(Go)에 동기하여 적색 출력 신호(Ro) 및 청색 출력 신호(Bo)를 얻기

위하여 1회 지연된다.

그러나, RGB 픽셀들의 베이어 구조 덕분에, 행 지연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도 12는 도 11의 실시예와 같은 6

개의 행 지연 수가 아닌 4.5의 행 지연의 총수(total number) 및 스마트 녹색 신호를 갖는 직렬 윤곽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1H 행 지연은 센서가 하나의 행에서 갖는 픽셀과 동일한 수의 픽셀을 포함하고 전체 클록 속도로 천이하는 반면, 1H/2 행

지연은 상기 전체 클록 속도의 절반만으로 천이하고 상기 픽셀 수의 절반만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도 12에서, 멀티플렉스된 신호(RGBin)는 1H/2 RB 행 지연(R/Bdel)으로 제공되고, 1H/2 RB 행 지연(R/Bdel)은 어느 센

서 행이 판독되는지에 따라 적색 또는 청색 데이터 픽셀을 샘플링하고, 저장하고, 천이한다. 그 입력 신호(RGBin)는 또한

스마트녹색 처리기(smartGproc)에 연결되며 두 개의 직렬 1H/2 녹색 지연들(Gdel)에 연결된다. 후자의 경우, 녹색 데이

터 픽셀들만이 샘플링되고, 저장되고, 천이되는 것이 유지된다. 또한, 스마트녹색 처리기(smartGproc)로의 모든 입력들에

대해, 또한 RBc 신호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먼저 제로 스위치 박스로 처리되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전체 클록 속도(RBc)

및 녹색 픽셀 데이터를 초래한다는 것이 유지된다:

RBc에 대해:

RORORO

OBOBOB 등.,

녹색에 대해:

OGOGOG

GOGOGO 등.

적색 및 청색 데이터의 경우에만, 그러한 제로 스위치 박스가 R/B 처리기(R/Bproc)의 입력에 또한 사용되어, 재구성된 적

색 및 청색 출력 신호들(Ro,Bo)을 초래한다는 것을 유의한다.

스마트녹색 처리기(smartGproc)로부터의 스마트녹색 신호(smartG)는 두 개의 행 지연 윤곽 처리기(CONTPROC)에 인

가된다. 4.5 행 지연의 총수가 도 12의 실시예에서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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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의 실시예에서, 단일의 스마트녹색 처리기(smartGproc)가 사용된다. 도 13은 3개의 병렬 스마트녹색 프로세싱 블록

들을 구비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 실시예서는 스마트녹색 신호를 갖는 윤곽 프로세싱에 대해 3,5 행 지연들만이

필요로 된다. 스마트녹색 처리기(smartGproc) 및 R/B 처리기(R/Bproc)는 입력에서 제로 스위치 박스를 갖는다. 상부 및

하부의 스마트녹색 블록용 제로 스위치 박스는 동일한 타이밍을 갖는다. 3개의 행 지연된 RBc 신호들은 RBc 프로세싱 이

전에 RBc 행 지연(R/Bdel)으로부터 얻어진다. 만일 스마트 녹색 프로세스가 정렬(sorting) 알고리즘으로 실행된다고 하

면, 스마트 녹색 블록 각각은 곱셈 RBc*SmartawbX (X는 적색 또는 청색 RBc 신호를 상징한다)을 위한 자체적인 승산기

를 필요로 한다. 파라미터들 SmartawbR 및 SmartawbB은 또한 SmartGainX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SmartawbR 또는

SmartawbB는 스마트 녹색 블록 각각에서 선택되고, 적색 또는 청색 RBc 신호의 존재에 의존한다.

개선된 허위 컬러 검출기는 도 11 - 도 13에서의 2D 라플라시안 윤곽 프로세싱 블록(CONTPROC)에 부가될 수 있다. 허

위 컬러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이제 가장 작은 검출 가능 영역이 사용될 수 있다. 두 개의 상이한 검출 영역들이 전술한 바

와 같은 허위 컬러 검출기에서 필요한데 즉, 녹색이 존재하는 위치에 대한 하나(도 7A)와 존재하지 않는 녹색의 위치에 대

한 하나(도 7B)의 영역이 필요하며, 이 영역에서 복구된 스마트녹색이 이용가능하다. 여분의 행 지연들로 인해, 스마트녹

색 신호(smartG)가 두 개의 검출기 유형들의 모든 위치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도 7B의 하나로서 최적인 것만을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센터 녹색 픽셀(Gc)이 복구된 스마트녹색 픽셀이라면, 그것은 존재하는 4개의 녹색 픽셀들로 둘러싸인다. 그러나, 만

일 센터 녹색 픽셀이 기존의 녹색 픽셀이라면, 그것은 4개의 복구된 스마트 녹색 픽셀들로 둘러싸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허위 컬러 검출기에 대해 다음이 유지한다:

SigmaG = (G1+G2+G3+G4)/4, 평균 녹색값.

허위 컬러 검출 조건은, abs(Gc-sigmaG)〉FCgain*FClevel,라면 충족된다.

삭제

FClevel 값은, 가능 광학 저역-통과 및 픽셀의 감광 윈도우의 싱크(sinc) 함수 및 렌즈에 의해 야기되는 fs/2 부근의 전체

변조 깊이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FClevel은 fs/2에서의 카메라 형태 각각의 전체 변조 깊이 함수로써 조절가능해야 한다.

FCgain 파라미터는, 검출기가 복구된 스마트 녹색 픽셀의 존재 또는 기존의 녹색 픽셀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제 1

(unity)이 된다. 검출기가 녹색의 존재 함수로써 더 큰 FCgain 인자를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 컬러 검출 알

고리즘은 개선될 것이다. 1(unity)인 FC 이득 파라미터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만일 허위 컬러 검출이 실행된다면, 이때 "허위컬러(falsecolor)"로 참조된 불린은 참이 되도록 설정된다. 만일 이러한 조

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린은 거짓이 되도록 설정된다. 만약 참 이라면, 허위컬러 불린은 허위 컬러 제거 작용

그 자체에 사용되며, 또한 허위 컬러 제거가 페이더(fader)로 실행될 때 그 페이더의 계산에 사용된다.

본 발명의 제 1 측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오직 하나의 단일 영역 영상 센서를 갖는 디지털 정지 컬러 카메라들

은, 센서의 이용가능한 감광 영역에 걸쳐 컬러 픽셀을 분포시켜야 한다. 원색의 적색-녹색-청색 및 보색의 노랑색-자홍색

-청록색을 구비한 많은 컬러 필터 어레이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어레이가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3-센서 RGB 카

메라와 비교될 때 해상도 손실 및 컬러화된 에일리어싱 아티팩트를 초래한다. 여기서, 상기 3-센서 RGB 카메라의 센서 각

각은 단일 컬러 센서와 동일한 양의 픽셀을 갖는다.

삭제

해상도의 최소 손실 및 최소의 컬러된 에일리어싱의 관점에서, 최적의 컬러 필터 어레이 중 하나는 RGB 베이어 컬러 필터

이다. 이러한 필터의 한 행은 수평으로 RG를 반복하는 컬러 픽셀 시퀀스를 가지며, 그 다음 행은 GB 시퀀스를 가진다.

스마트녹색 프로세싱은 수평 및 수직 방향들의 녹색 신호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컬러 재생과는 별도로, 스마트

녹색 프로세싱의 목적은 3-센서 RGB 카메라의 질을 매우 근접하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VGA, XGA 또는 임의의 크기

의 것에 단일의 RGB 베이어 센서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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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바람직하게 제공된다: RG/GB- 및 YG/GC 베이어, RGG/GGB- 및 RGGG, GGBG- 타입과 같은 몇

몇 센서 타입에 대한 정렬(sorting), 페이딩, 및 단순 페이딩 알고리즘에 의한, 녹색 및 RB/BR 센서를 구비한 2-센서 카메

라(R 및 B의 스마트 복구)에 대한 스마트녹색(=미싱 픽셀) 복구 알고리즘. 상기 스마트녹색 복구 알고리즘에서 적색 및 청

색 신호에 대한 여분의 게인으로 근백색 영역의 정정. 미싱 픽섹 값을 백색 밸런스 파라미터들로 정정.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적색-녹색-청색(RGB) 또는 황색-녹색-시안(YGC) 베이어 컬

러 어레이는, RB 또는 YC 픽셀의 한정된 나이키스트 영역에 의해 일어나는 컬러된 에일리어싱(허위 컬러들)을 받게된다.

전체 에일리어싱의 절반은, 중앙의 녹색 픽셀과 대각선으로 인접한 다른 4개의 녹색 픽셀들을 이용하여, 허위 컬러 검출기

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미싱 픽셀 복구를 이용할 때, 컬러된 에일리어싱의 제 2 부분은 수평 및

수직으로 인접한 픽셀을 이용하여,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 결과, 존플레이트와 같은 테스트 화면의 컬러

된 에일리어싱이 완전히 제거된다. 통상의 장면에서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은 에일리어싱이 제거된다.

다음의 특징들이 바람직하게 제공된다: 녹색이 존재하는 위치와 녹색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서의 허위컬러들의 제거는

각각에 대한 허위 컬러 레벨의 적응성을 포함한다. 스마트녹색 복구 알고리즘이 우선 미싱 녹색 위치에서 요구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스위칭 및 페이딩 컬러 킬러 방법이 제공된다. 렌즈의 전체 변조 전송 함수, 광학 저대역통과필터 및 센서의 감

광 윈도우의 함수로서 허위 컬러 킬러 레벨의 적응이 제공된다. 백색 밸런스 전에 실행될 때 허위 컬러 킬러의 결과의 적응

이 제공된다. 그것의 허위 컬러 킬러를 갖는 스마트녹색의 경우에서, 보다 높은 광학 해상도를 위한 대각선 광학 저대역통

과필터의 적용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RGB 베이어 센서를 위한 스마트녹색 신호를 각각 구비한 개

선된 허위 컬러 킬러와 개선된 형태의 프로세싱은 후술하는 점에 근거한다. RGB 베이어 센서의 종래의 녹색 프로세싱의

나이키스트 도메인은 절반의 샘플 주파수 부근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많은 양의 증폭을 허용하지 않는다. 스마트녹

색 신호가 근백색 컬러용 전체 해상도를 제공하므로, 종래의 2 차원 라플라시안 윤곽 필터를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

다. 스마트녹색 신호의 왜곡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윤곽 필터는 수평 및 수직 방향들로 거의 절반의 샘플 주파

수를 증폭할 수 있다. 2 개의 행 지연을 가진 윤곽 필터가 사용되면, 이 해결방법은 4개의 여분 행 지연들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2차원 라플라시안 윤곽 신호는 스마트녹색 및 적색/청색 프로세싱에서 여분 행 지연 및 1/2 여분

행 지연만으로 얻어질 수 있다. 더욱이, 모들 픽셀드에 대해 최소의 피치로 허위 컬러 검출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특징이 바람직하게 제공된다: 윤곽 프로세싱을 위한 스마트녹색 신호의 사용(예를 들면, 도 11 참조). 도 12에 도시된

윤곽 프로세싱과 스마트녹색을 조합하기 위한 4.5 행 지연 회로. 도 13 에 도시된, 스마트녹색으로 윤곽 프로세싱을 실행

하기 위한 것으로, 3 스마트녹색 프로세싱 블록을 구비한 3.5 행 지연 회로. 동일한 최소 가능 검출 영역을 이용하는 개선

된 허위 컬러 검출기.

상술한 실시예들이 본 발명을 제한하기 보다는 설명하는 것이며,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벗어남이 없

이 많은 대안의 실시예들을 만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청구범위에서, 괄호사이의 임의 참조 번호들은 청구범위를 제

한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본 발명은 여러개의 개별 요소들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에 의해, 그리고 적합하게 프로그

램된 컴퓨터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여러 개의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범위에서, 여러 개의 이들 수단은 하나 및 동일

한 하드웨어 아이템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도 13의 실시예는 또한 동일한 우선일을 갖는 계류 중인 특허출원(대리인 도큐먼트 PHN 16,457)의 청구범위에 의해 커버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교대로 컬러된 샘플들(alternated colored samples)을 가진 신호(RGBin)에 컬러 샘플을 보간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G)의 인접 컬러 샘플들(G1,G2,G3,G4)을 제공하는 단계;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다르게 컬러된 샘플(R/B)을 제공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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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된 컬러 샘플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보간될 컬러 샘플을 상기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상기 다르게 컬러된 샘플(R/B) 및

상기 동일한 컬러(G)의 상기 인접 컬러 샘플(G1,G2,G3,G4)에 따라 보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 단계는,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G)의, 수평으로 인접하는 컬러 샘플들(G1,G2)의 수평 평균치를 결정하는 단계;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G)의, 수직으로 인접하는 컬러 샘플들(G3,G4)의 수직 평균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상기 다르게 컬러된 샘플(R/B), 상기 수평 평균치, 및 상기 수직 평균치의 메디안(median)을 제

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 단계는,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G)의 수평으로 인접하는 컬러 샘플들(G1,G2)의 수평 평균치를 결정하는 단계;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G)의 수직으로 인접하는 컬러 샘플들(G3,G4)의 수직 평균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상기 다르게 컬러된 샘플(R/B)에 따라, 상기 수평 평균치 및 상기 수직 평균치의 가중 평균치

(weighed average)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 단계는,

상기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상기 다르게 컬러된 샘플(R/B)이 고려되기 전에, 상기 다르게 컬러된 샘플(R/B)을 백색 밸런스

(white balance) 조절 인자와 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백색 밸런스 조절 인자는 카메라 컬러 매트릭스(camera color matrix)의 역(inverse)인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보정되

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 단계는,

상기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상기 다르게 컬러된 샘플(R/B)이 고려되기 전에, 상기 다르게 컬러된 컬러 샘플(R/B)을 이득 조

절 인자와 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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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된 컬러 샘플에 따라 허위 컬러들(false colors)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허위 컬러들은, 중앙 컬러 샘플 또는 상기 보간된 컬러 샘플과, 상기 동일한 컬러의 인접하는 컬러 샘플들의 평균치

사이의 절대 차(absolute difference)가 임계치를 초과할 때 검출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허위 컬러들은 상기 보간된 컬러 샘플과는 다른 컬러를 갖는 컬러 신호들에서 감소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허위 컬러들은 색차 신호들(chrominance signals)에서 감소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간된 컬러 샘플에 따라 윤곽 신호(contour signal)(cont)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단일 컬러의 데이터 픽셀만을 샘플링, 저장 및 시프트(shift)하는 절반 행 지연들(half row delays)(Gdel, R/Bdel)을 이용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호 지연된 녹색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4개의 절반 행 지연들(Gdel); 상호 지연된 적색/청색 신호들(RBc)을 제

공하기 위한 일련의 3개의 절반 행 지연들(Gdel); 및 3개의 보간된 녹색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녹색 보간기들

(green interpolators)(smartGproc)을 이용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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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개의 보간된 녹색 신호들에 따라 윤곽 신호(cont)를 발생하는 단계(CONTPROC)를 더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방

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휘도 신호(Ylf)와 색차 신호들(Vout, Uout)을 제공하는 단계(MX, LPF);

고주파 백색 신호(Yw)를 얻기 위해 상기 보간된 컬러 샘플(smartG)를 하이-패스 필터링하는 단계(I, LPF2, DL2, A1); 및

출력 휘도 신호(Yout)를 얻기 위해 상기 휘도 신호(Ylf)에 상기 고주파 백색 신호(Yw)를 부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컬

러 샘플 보간방법.

청구항 15.

교대로 컬러된 샘플들을 가진 신호(RGBin)에 컬러 샘플을 보간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컬러(G)의 인접 컬러 샘플들(G1,G2,G3,G4)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보간될 상기 컬러 샘플과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다르게 컬러된 샘플(R/B)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보간될 컬러 샘플을 상기 동일한 위치로부터의 다르게 컬러된 샘플(R/B) 및 상기 동일한 컬러(G)의 인접하는 컬러 샘

플들(G1,G2,G3,G4)에 따라 보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컬러 샘플 보간장치.

청구항 16.

카메라에 있어서,

교대로 컬러된 샘플들을 갖는 신호(RGBin)를 제공하기 위해 교대로 컬러된 컬러 요소들을 갖는 컬러 에레이(color array)

를 갖는 센서(S); 및

제 15 항에 청구된 보간장치(RGBproc)를 포함하는 카메라.

도면

도면1A

도면1B

등록특허 10-0574185

- 17 -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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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도면6B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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