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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비데오 신호 보간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누진 주사 텔레비젼 수신기의 블럭선도.

제2도는 제1도의 수신기에 의해 표시되는 래스터 주사선의 도해도.

제3도는 제1도의 수신기에 사용되는 필드 보간을 나타내기 위한 공간 존재 시간의 다이어그램.

제4도는 본 발명을 구현하며 제1도의 수신기에 사용되는 보간 필터의 상세 블럭선도.

제5도는 제4도의 보간 필터에 사용되는 두라인 콤 필터의 통과-대역 특성을 비교한 다이어그램.

제6도는  상호  프레임  이동을  나타내는  대상물의  에지세부의  강화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제4도의 
변형된 보간 필터를 나타낸 블럭선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수신회로                           14 : 휘도/색도 분리기 및 A/D콘버터

16 : 지연기                             18 : 휘도 스피드업 웃닛

20 : 표시기                             22 : 색도 시피드업 웃닛

24 : 매트릭스 D/A콘버터         26 : 스위프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비데오  신호  처리에  관한  것이며  특히  누진적인  비데오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터
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흐름  필터의  화상소자는  직전  및  직후  필터의  대응소자의  보간에  의해 제
공되며, 유도 아티팩트(artifact)이동을 보상한다.

본  발명의  보간  필터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지만,  "라인  더블링"에서의  표시기  또는  누진적인 주
사  텔레비젼  표시  시스템에  추가되는  수평선을  발생시키기  위해  특히  사용된다.  누진적인 주사시스
템의  한  형태에  있어서,  수평  주사  발생율을  승산되며,  즉,  이중으로  되며,  비데오의  각  선은  2번 
표시되어  감소된  가시도의  선  구조를  가진  표시된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다른  형태의  누진 주
사  시스템에  있어서,  보간에  의해  표시기에  대해  "보조"선이  얻어진다.  이것은  메모리내에서  비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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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직전  또는  직후의  "스피드-업(즉,  시간  압축)"에  의해  이행된다.  추가되는  주사  선이  본래의 
주사선으로부터의  보간에  의해  얻어지는  누진적인  주사  표시  시스템의  실시예를  "감소된  선  주사 아
티팩트를  가진  텔레비젼  표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케이.에이취  파워가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 제
4,400,719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특허는  1983년  8월  23일자로  특허  사정되었으며  1983년  6월 
29일에 공개된 야수쉬 후지무라 등에 의한 영국 특허원 제2,111,3434A호에 기술되어 있다.

유입  비데오  신호를  필드  지연시키는  필드  메모리를  사용함으로  심각한  장면  이동이  없는  경우의 우
수한 누진 주사 영상이 얻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보간 프레임의 모든 525라인(NTSC로  가정)은 표시
기용으로  필드-지연  휘도신호(라인-콤  필터)를  선택하는  시간  동안에  프레임  콤  필터  휘도신호를 선
택한다.

또다른  적절한  실시예는,  제목이  "휘도  채널에서의  보간을  사용한  진보적  주사  프로세서"이며 케세
이가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738,974호(한국  특허출원  제86-4226)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두 처리 모우드 사이를 자동적으로 절환시킨다.

상기 시스템에 있어서, 선택기는 표시기의 중단 라인상의 표시기용 필드 지연 휘도 영상을 
선택하며,  이때  입력신호의  각  필드  주기  동안에  표시기에  사용  되어서  종래의  라인  보간에서의 수
직 해상도 특성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장면 이동이 될때,  지연되지 않은 라인과 필드 지연된 라인 
사이의 일시적인 차(NTSC에 대해 1/60초)는 이동 문제의 가장자리를 톱니형으로 되게한다.

톱니형  가장자리의  효과는  제목이  "이동을  보상하는  비-보간  주사  포맷을  사용한  프레임  기억장치를 
포함하는  텔레비젼  수산기"이며  케세이가  출원한  미합중국  특허  제4,598,309호에  기술되어  있는 바
와  같이  보정된다.  케세이  장치의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  응답  스위치는  이동이  거의  없으며  수지 
용량은  최소  임계치보다  크며  인터프레임  이동은  거의  없으며  표시기용으로  프레임  콤  필터  신호  및 
보간된  휘도신호를  선택하며  그렇지  않으면  표시된  영상을  위해  강화된  수직  세부  및  감소된  필드 
이동  아티팩트를  제동한다.  내부-필드  처리(즉,  라인  콤  필터링)  및  상호-필드  처리(즉,  필드  또는 
프레임  처리)  사이를  자동적으로  절환시키는  운동을  감지하는  적절한  프로세서는  비데오  입력 신호
의  신호대  잡음(S/N)비가  불량할때  어떤  상태하에서  스위칭  에러를  야기시킨다.  낮은  신호대  잡음비 
조건하에서의 에러 이동 스위칭의 가시 효과는 화상에서의 잡음과 같이 명백하다.

필드  또는  프레임  처리기의  비교적  높은  해상도  특성을  가지며,  수직  또는  내부-필드  보간처리의 이
동  아티팩트  면제  특성을  가지며,  이동적용  시스템의  스위칭  에러  특성을  피하는  비데오  처리기가 
요구된다.

본  발명의  제1개념에  부합되어,  선형  필터링  기술이  사용되어  표시기용의  비데오  신호  보간수평 라
인을  발생시켜  상술한  "적합한"시스템의  스위칭  아티팩트  특성을  피한다.  본  발명은  보간  필터에서 
구현되며  상기  필터는  비데오  신호로  연속적으로  작용하며  필터  링  변수가  연속적인  선형함수이며, 
영상  데이타의  필드  대  필드  이동  결과로서  절환되지  않는  의미로서는  "비-적합"시스템이다.  비데오 
신호의 필드대 필드 처리의 결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이동 아티팩트는 라인 및 프레임 콤 필터의 조
합에 의해 연속적으로 억압된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보간 필터는 보간되는 비데오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입력 단자를 
구비한다.  입력  단자에  결합된  프레임  콤  필터  수단은  보간된  비데오  출력  신호를  제공하며,  여기서 
주어진  필드의  화상소자는  전후  필드의  대응소자의  보간에  의해  발생된다.  제1라인  콤  필터  및 지연
된  비데오  출력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라인  콤  필터링용  입력단자에  결합되며  거의  필드  간격으로 비
데오  입력신호를  지연시킨다.  제2라인  콤  필터  수단은  제2라인  콤  필터  출력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프레임  콤  필터  수단에  결합되어  보간된  비데오  출력  신호를  라인  콤  필터링  시킨다.  각  필터에 결
합된 출력 라이 콤 필터 신호를 가진 보간된 비데오 출력신호를 라인 콤 필터 신호에 선형적으로 결
합시켜 아티팩트에 관련되어 감소된 이동을 하는 보간된 비데오 출력 신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개념에  부합되어,  출력수단은  두라인  콤  필터  수단에  결합된  또다른  필터  수단을 
포함하여  필드대  필드  이동을  나타내는  대상물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강화된  신호를  발생시키며 이
동 가장자리 강화 신호를 보간된 비데오 출력 신호에 부가시키기 위해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으로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동일소자는  동일  참조번호로 나타
낸다. 

제1도의  누진  주사  수신기는  수신된(비-보간)  라인과  함께  누진  주사형으로  표시기에  대해  비데오 
신호의  보간  수평  라인을  발생시키기  위해,  본  발명을  구현하는  보간  필터(30)을  사용한  절적한 장
치를  나타낸다.  래스터  구조는  제2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Yd는  유입  비데오  신호(지연)을 나
타내며  Yi는  표시기에  부가된  보간  라인을  나타내어서  라인의  수를  2중으로  하며  수직  라인  구조의 
가시도를 감소시킨다.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된(Yd)라인 및 보간(Yi)라인은 래스터에 교번하여 표시된다(인터리브).

제3도에는  필터(30)에  의해  제공되는  보간법이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0표는  수신된  비데오  라인을 
나타내며,  x표는  필터  보간된(Yi)라인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  2의  보간  라인  B의 화상
소자(픽셀)의  값은  전후  필드(필드  1,  필드  3)의  대응  포인트(A  및  C)를  평균하여  보간함으로 결정
된다.  상호  필드  이동이  발생할때,  상기  타입의  보간법은  흐린영상,  이중영상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아티팩트를 통상 생성시키는 경향이 있다.

상술한  종래의  "적합한"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임계치  이상의  인터 
프레임 이동을 검출하여 수직 보간법(B포인트 상하의 포인트 D 및 E를 평균)으로 절환시킨다.

왜냐하면,  필드내의  수직  보간법은  이동  아티팩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직  해상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상술한,  필터(30)는  선형  필터이며,  이동  영향을  보상한다.  따라서 필터
(30)는  비록 이동되지 않지만 본래 신호의 수직 해상도를 보존하며 낮은 S/N비  및  상술한 검출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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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칭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제1도의  수신기는  안테나  또는  다른  적절한  비데오  RF원에  접속되기  위한  입력단(12)과 기저
대비데오  출력  신호  S1를  제공하기  위한  출력단을  가진  종래  설계의  수신회로  유닛(10)을  구비한다. 
유닛(10)는  수신기가  기저대  비데오  출력을  가진  소오스(예,  테이프  레코더)에  대한  모니터로 사용
될때  제거될  수  있다.  신호  S1는  휘도/색도  분리기(Y/C)  및  종래의  A/D콘버터  유닛(14)에  인가된다. 
상기 A/D콘버터는 디지탈화되며 분리된 휘도(Y) 및 색도(C) 출력 신호를 제공한다.

신호는  종래의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S)에  신호를  기억하기  위해  디지탈화  되어  처리된다.  또, 디
지탈 형태가 불필요한 다른 샘플화된 데이타 장치(예, 전하 결합 장치)에 의해 프로세싱이 
제공된다. 

휘도신호  Y는  필드  지연  휘도신호  Yd  및  프레임  보간  휘도신호  Yi를  발생시키는  필터(30)에 인가된
다. 

이동을  보상하기  위한  전체  보간  지연은  1필드에  1/2  라인을  합한  것이다(예로서,  NTSC  표준  입력 
신호에  대해  전체  263라인).  비-보간된  휘도신호  Yd는  신호가  표시  유닛(20)상에  나타날때,  Yd와  Yi 
사이에서  적절하게  정해지는  양만큼  지연된다.  색도  신호  C는  유닛(16)에서  유사하게  지연된다. 필
드(30)의  출력단(32)  및  (33)에서의  휘도신호  Yd  및  Yi는  휘도  스피드-업  회로(18)에  인가된다. 상
기  회로는  시간을  압축시키며  신호를  인터리브시켜  2중  발생  비데오  출력신호  Y를  발생시킨다. 유닛
(18)은  상술한  파워의  특허(4,400,719)에  기술된  병렬구성  선입선출(FIFO)  버터인  종래의  설계로  될 
수  있다.  색도  신호는  스피드-업  유닛(22)에  역시  인가되며,  상기  유닛은  색도  라인  발생율을 이중
으로  하여  시간-압축  이중라인-발생  출력  신호  C'를  제공한다.  색도를  처리하기  위해,  색도  신호는 
라인  발생율을  이중으로  하기  위해  단순히  반복된다.  디스챠트는  상술한  특허  제4,415,931호에서 적
절한 라인 반복 프로세스를 기술하였다.

또,  색소  신호는  휘도신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또다른  변형  방법은  신호  S1를  R,G,B성분 
또는 Y,I,Q성분 또는 Y,B-Y,R-Y성분으로 디코드하며 모든 성분을 휘도신호 Y와 같이 처리한다.

이중 라인 발생율 휘도신호 Y'  및  색도 신호 C'는  종래의 매트릭스 및  D/A콘버터 유닛(24)에 인가되

며,  상기  유닛은  비데오  출력  신호 S
2 
를  R,G,B형태로  표시기(20)에  공급하며,  상기  신호는  스위프 

회로  회로  유닛(26)에  의해  동기화되어  비데오  입력신호  S1의  필드  발생율  FV를  작동시키며  라인 발
생율  2FH를  이중으로  되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닛(20)은  래스터(제2도)를  생성하며,  여기서 
Yd 및 Yi는 누진 주사 형태로 교번하며 Yi는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후 필드로부터 보간된다.

Yd  및  Yi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제외하고,  수신기의  상세한  작용은  파워의  특허(제4,400,719호)에 
기술되어  있는  수직  보간  누진  주사  시스템에  기술된  바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앞으로 기
술할  차이점은  본  발명의  누진  주사  시스템은  이동  보상하는  선형  프레임  보간법을  사용하여  수직 
해상도를  보존하며,  반면에  소위  말하는  "적합한"필드  또는  프레임  누진  주사  변환  시스템의  스위칭 
아티팩트 특성을 역시 피할 수 있다.

제4도는  필터(30)에  제1실시예의  상세도이며,  실질적으로  다수의  필터를  구비하며,  보간(Yi)  및  비 
보간(Yd)신호를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지연을  제공한다.  상기  필터는  유닛(14)으로부터 보간
되는  휘도신호  Y를  수신하기  위해  입력단자(31)를  구비한다.  입력  단자(31)는  가산기(404)를 구비하
는 프레임 콤필터(402)의 입력에 결합된다.

상기  가산기는  각각의  지연기  263H,1-H  및  261H,  여기서  H는  수평  라인에  대응을  가진  3지연 유닛
(406  내지  410)의  케스케이드  접속을  거쳐  단자(31)에  직접  접속되는  제1입력단자(31)에  접속되는 
제2입력  단자를  가진다.  전  지연은  1프레임(NTSC  시스템에서  525라인)이며  가산기(404)로부터  출력 
신호(S4)는  1프레임  떨어져  있는  픽셀의  합을  나타낸다.  상기  신호(S4)는  유닛(412)에서  인수  2로 

감쇠되어서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와  동일한  입력신호의  필드에  대해  보간된  출력신호 
S4를  제공한다.  신호 S4는  입력 휘도 신호 Y의 전체 수직 해상도를 가지나 이동 아티팩트가 되기 쉽
다.

필터(402)를  통한  보간  신호  S4의  지연은  유닛(406)  내지  (400)  또는  262.5라인(NTSC라고  가정)의 
전지연의  1/2과  동일하다.  신호  S4는  1-H지연  유닛(414)에  의해  추가로  지연되어서  가산기(450)를 
거쳐 출력 단자(33)에 결합된 신호 S5를 형성한다.

가산기(450)에  대한  입력단에서의  신호  S5는  전체  지연  263.5  라인을  가지며  보간된  비데오  출력 신
호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어진  필드의  화상소자는(즉,  제3도의  필드  2)  전후  필드(예로서  제3도의 
필드 1 및 3)의 대응소자(제3도의 A 및 C)를 평균함으로 발생된다.

신호  S4(또는  신호  S5)는  이동  아티팩트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필드의  평균이기 때문이
다.  만약  무엇이  필드에서  필드로  이동할때,  합성  이동  물체는  톱니형  가장자리를  나타내며,  평균 
프로세스에  의해  희미하게  된다.  이것은  두  라인-콤  필터(430)  및  (440)에  의해  고정되며,  상기 필
터는 보상 신호 S6을 발생시키며 보간된 필드(제3도의 필드 2)내의 이동 효과를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 보상 신호 S6는  필터(402)에  의해 생성되는 프레임 보간 필터와 라인 콤 필
터(430)에  의해  제공되는  수직  보간  필터  사이의  차를  나타낸다.  제3도에  있어서,  포인트  B는 상술
한 바와 같이 포인트 A  및  C를  평균함으로 프레임 보간된다.  필터(430)는  포인트 D  및  E를  평균하여 
포인트  B의  수직  또는  내부  필드  보강  추정값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간적  및  일시적으로  일치하는 
포인트  B의  두  추정값이  존재한다.  만약  수직  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레임  추정치(A+C)/2와 
수직  추정치(D+E)/2사이의  차는  상기  두  공간적  및  일시적인  일치  추정치  사이의  이동을  나타낸다. 
수직  세부는  프레임  평균이  보존하므로  수직  보간법이  감쇠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수직으로 보간
된  필드(D+E)/2와  프레임으로  평균된  필드(A+B)/2  사이의  이동을  검출하기  위해  세부를  등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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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또다른  라인  콤  필터(430)를  사용함으로  이행되며,  상기  필터는  수직  보간법에  의해 사라지
는 수직 세부에 비례하는 프레임 보간 신호의 수직 세부를 감쇠시킨다.  프레임 콤  필터 신호와 라인 
콤(수직)  필터  신호는  모두  동일  양만큼  수직  세부로  압축된다.  수직  세부차를  보상하는  차  신호는 
프레임  평균  신호와  결합하여  연속적으로  이동  아티팩트를  교정하여  종래  기술의  보간  모우드를 변
경시킨다.  또,  보상  신호는  단지  이동  아티팩트를  제거시킴으로,  출력신호는  본래의  비데오  입력 신
호의 전체 수직 세부 내용을 여전히 보유한다.

제1라인  콤  필터(430)는  가산기(432)를  구비하며,  상기  가산기는  지연  유닛(408)  및  감쇠기(434)의 
입력  및  출력  신호는  가산하여,  상기  감쇠기는  합을  1/2로  분배한다.  합성  신호  S7는  필터(402)에 
의해  생성되는  보간  라인  전후의  필드내에서의  라인  평균을  나타낸다.  이것은  제3도의  포인트  D  및 
E의  평균에  대응한다.  신호  S7은  신호  S5의  이동을  검출하기  위한  제1기준  포인트로  고려된다. 왜냐
하면, D 및 E의 평균은 공간적이며 일시적인 A 및 C의 평균과 동일한 포인트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간적이며  일시적으로  프레임  평균  신호  S5(A+B/2)와  일치하는  수직  평균  신호  S7(D+E/2)를 발생시
킴으로,  본  발명의  다음  단계는  신호  S4로부터의  수직  세부를  추출하여  감쇠된  수직  세부를 제외하
고  S4에  대응하는  신호  S2를  발생시킨다.  상기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호  S4는 입력신
호  Y의  전체  수직  세부를  포함하나  신호  S7는  수직  평균에  의해  감쇠된  수직  세부를  가지기 때문이
다.

이동  스팩트럼이  수직  세부로부터  분리되며  신호  S4로부터  수직  세부를  취하는  필터(440)에  의해 행
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터(440)는  0.25,  0.5  및  0.25의  웨이팅  게수를  가지는  3탭  수직  보간  라인  콤  필터를  구비한다. 
상기  필터는  1/4  감쇠기(442)를  통해  지연  라인(414)의  입력에  결합된  제1입력을  가지는 가산기
(441)에  의해  설치되며,  1/2  감쇠기(443)를  통해  라인(414)의  출력에  결합된  제2입력  및 감쇠기
(444)와  다른  1-H지연  라인(445)의  캐스  케이드  접속을  거쳐  라인(414)의  출력에  결합된  제3입력을 
가진다. 

라인-콤  필터(430)  및  (440)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필터(430)는  "2-탭"필터  및  필터(440)는 "3-탭"
필터이다.  다른 필터 형태 또는 타입이 사용되어 필터-지연 라인 콤  필터 신호 S7가  프레임-콤 필터
된 라인-콤 필터 신호 S8와 적절하게 맞추어진다.

각  필터에  대한  지연은  263.5라인이다.  필터(430)는  감쇠된  수직  세부를  가진  수직으로  보간된 신호
를  제공하며,  필터(440)는  감쇠된  수직  세부를  가진  프레임  보간  신호를  제공한다.  신호  S7  및  S8 
사이의  차(신호  S9는  출력신호(460)인  감산기(461),  필터(462)  및  가산기(450)에서의  감산기(461)에 
의해  형성된다)는  휘도  입력  신호  Y의  수직  세부  성분에  의해  혼합되지  않고,  상호  프레임  이동을 
나타낸다.

비록,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라인  콤  필터(430)  및  (440)이  선택되어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통과대역  특성에  거의  매치되는  전달  특성을  제공한다.  각각은  비데오  입력 신호(F1,F2 )의  라인 발생

율의 1/2홀수 곱에서 무효가 된다.

2-탭  필터(430)는  사이클로  이들  응답을  하며,  3-탭  필터(430)은  도시된  바와  같이  상승된-코사인 
응답을  한다.  따라서  라인  콤  필터는  유사한  전달  특성을  가지며  일시적인  특성(즉,  신호  S7  및 S8
이 동일하게 지연되는 특성)에 정확하게 매치된다.

제5도에서  나타나는  필터(430)  및  (440)의  전달  특성에서의  에러(차)는  잔존  수직  세부  성분을 나타
내며,  상기  성분은  고역  통과  필터(462,0.58MHz)에  의해  신호  S9로부터  제거되며,  상기  필터는  출력 
회로(460)에서의 이동 보정 신호 S6를 가산기(450)에 공급한다.

필터(402)는  이동  아티팩트를  가지는  프레임  보간  신호  S5를  제공한다.  필터(430)  및  (440)는  각각 
라인 콤 필터 신호 S7  및 프레임 콤 필터된 라인 콤 필터 신호는 S8를 제공하며, 각각의 라인 콤 필
터  감쇠된  수직  세부를  가진다.  출력  유닛(460)는  모든  3필터의  출력을  결합시켜  이동  보상  프레임 
보간  출력  신호  Yi를  제공하한다.  라인  콤  필터의  전달  특성에  있어서의  매치의  오류는  고역  통과 
필터(462)에 의해 보정된다.

제4도의 필터(30)는 제6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변형되어 이동 물체의 에지부의 세부를 
강화시킨다.  상기  필터(430)  및  (440)이  신호  S7  및  S8를  각각  발생시키는  것을  상기하면,  신호 S5
와  결합되는  신호  S6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어  프레임  콤  필터(402)에  의해  생성되는  이동 아티팩트
를 제거한다. 

변형된  회로에  있어서,  통상  범위가   3  내지  4MHZ인  통과  대역을  가지는  대역  통과  필터(601)는 신
호  S6으로부터  신호  S10을  표시하는  에지  이동을  발생한다.  신호  S10의  진폭은  가변  감쇠기를 구비
하는 이동 유닛 제어기(602)에  대한 에지-피킹에 의해 제어되어 가변 진폭 이동 에지 파킹 신호 S11
를  제공한다.  신호  S11는  가산기(603)  및  (604)에  의해  신호  Yd  및  Yi에  가산되어  실제  및  보간된 
휘도신호에  에지  피킹이  부가되도록  한다.  작동에  있어서,  필터(430)  및  (44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신호  S5에  대한  이동  보상을  제공한다.  유닛(601)  내지  (604)는  이동  물체의  에지부만  피크치로 한
다.

따라서,  이동  물체는  희미한  부분은  제거되나  에지  보상  회로(601)  내지  (604)에  의해  제공되는 강
화된 이동 보상 에지 정보에 의해 이동 표시는 남는다. 사기 방법은 실제로 만족한 영상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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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보간되는  비데오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입력단(31)을  구비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30)는, 이
동  아티팩트를  나타내는  프레임  보간  비데오  출력신호(S3,S4)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입력단(31)에 
결합된  제1보간  필터  수단(402)과,  상기  프레임  보간  비데오  출력  신호의  대응  화상소자와  공간적 
및  일시적으로  일치하는  화상소자  및  주어진  양만큼  억압되는  수직상세  성분을  가지는  라인  보간 비
데오  출력신호(S7)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입력단(31)에  결합된  제2보간  필터  수단(430)과,  비데오 
출력신호(S8)를  더  제공하기  위해  상기  주어진  양만큼  상기  프레임  보간  비데오  출력신호를 감쇠시
키도록  상기  제1필터  수단(402)에  결합된  제3필터  수단(440)과,  이동  아티팩트가  감쇠되는  프레임 
보간  비데오  출력  신호(Yi)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제2  및  제3필터  수단의  비데오  출력신호를 결
합시키기 위한 출력수단(461,450)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필터  수단(440)은  상기  제2필터  수단(430)의  통과  대역  특성과  유사한 특
성을  가지며  상기  제2릴리  수단의  지연기와  동일한  효과적인  지연기를  가지는  라인  콤  필터 수단
(414,445,442,443,444,441)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단자에  결합되며  주어진  필드의  화상소자가  전후  필드의  대응소자의 보간
법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로서의  상기  프레임  보간  비데오  출력신호(S4)를  제공하는  상기  비데오 입
력신호에  응답하는  프레임  콤  필터(406,408,410,404)를  구비하는  상기  제1필터수단(402)과,  라인  콤 
필터되며  지연된  비데오  출력  신호로서  상기  라인  보간  신호(S7)를  제공하기  위해  거의  1필드 지연
을  가진  상기  비데오  입력  신호를  필터링하는  라인  콤에  대해  상기  입력  단자에  결합된  제1라인  콤 
필터(408,432)를  구비하는  상기  제2필터  수단(430)과,  프레임  및  라인  콤  필터  출력  신호로서의 상
기  또다른  비데오  출력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필드  보간  비데오  출력  신호를  필터링하는  라인 
콤에  대한  상기  프레임  콤  필터(402)에  결합된  제2라인  콤  필터(414,445,442,443,444,441)를 구비하
는 상기 제3필터 수단(440)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라인  콤  필터(430,440)는  각각의  지연체인에서의  다른  수의 필터탭
에 결합된 각각의 가산기(432,441)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5 

제1항,  2항,  3항  또는  4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은  상기  라인  보간  비데오  출력  신호(S7)와 상
기  또다른  비데오  출력신호(S8)의  주어진  주파수  이하의  성분으로  억압하기  위해  필터  수단(46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사기  억압  필터  수단(462)은  감산  수단(461)을  거쳐  상기  제2  및  제3필터  수단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7 

제1항,  2항,  제3항  또는  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및  제3필터  수단의  하나(430)는  사이클로이들  응답 
수단을  나타내며  나머지  수단(440)은  상승된  코사인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
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필터수단은  2-탭  라인  콤  필터(408,432)을  구비하며  상기  제3필터  수단은 
3-탭 라인 콤 필터(414,445,442,443,444,441)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9 

제1항,  2항,  3항  또는  4항에  있어서,  강화된  신호(S10,S11)을  발생시키기  위한  제2  및  제3필터 수단
(430,440)과,  상기  강화된  신호를  상기  출력수단(461,450)의  프레임  보간  비데오  출력신호(Yi)에 부
가하기  위한  수단(604)에  결합된  제4필터수단(601)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청구항 10 

제1항,  2항,  3항  또는  4항에  있어서  누진  주사  표시  시스템(제1도)과  협동으로  되며,  상기  비데오 
입력  신호로부터  추출되는  지연기(406)  및  시간  압축기(18)  비데오  신호(Yd)는  상기  보간기(30)  및 
대응  시간  압축기(18)에  의해  제공되는  보간  비데오  신호(Yi)로  교번하게  정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데오 신호 보간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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