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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사이드컷 모드 및 상하절단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신호 변환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사이드컷 모드(Side Cut mode)적용에 따른 화면의 변환을 보인 예시도.

제 2 도는 상화절단 모드(Letter Box mode)적용에 따른 화면의 변환을 보인 예시도.

제 3 도는 본 발명 사이드컷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신호 변환 회로의 블럭도.

제 4 도는 본 발명 사이드컷 모드를 적용한 회로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블럭도.

제 5 도는 제 3 도 또는 제 4 도에 있어서, 수직 보간 및 추림을 보인 예시도.

제 6 도는 제 3 도 또는 제 4 도에 있어서, 수평보간 및 추림을 보인 예시도.

제 7 도는 제 3 도 또는 제 4 도에 있어서, 라인수직 필터의 세부 블럭도.

제 8 도는 제 3 도 또는 제 4 도에 있어서, 수평필터의 세부 블럭도.

제 9 도는 제 3 도에 있어서, 각부의 파형도.

제 10 도는 제 4 도에 있어서, 각부의 파형도.

제 11 도는 본 발명 상하 전달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의 신호변환 회로의 블럭도.

제 12 도는 본 발명 상하절단 모드를 적용한 회로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블럭도.

제 13 도는 제 11 도 또는 제 12 도에 있어서, 수평보간 및 추림을 보인 예시도.

제 14 도는 제 11 도 또는 제 12 도에 있어서, 수평필터의 세부 블럭도.

제 15 도는 제 11 도에 있어서, 각 부의 파형도.

제 16 도는 제 12 도에 있어서, 각부의 파형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0 :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                    2 : 라인필터부

3 : 라인 데시메이션부                                 4, 12 : 수평 필터부

5, 13 : 수평 데시메이션부                            6, 8 : 메모리

7, 9, 15, 17 :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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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고화질 티브이(HDTV)신호 변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화질 티브이(HDTV)신호를 엔티에스씨
(NTSC)신호로 변환하는 사이드컷 모드 및 상하절단도모를 적용한 과화질 티브이 신호 변환회로에 관한 것
이다.

기존의 엔티에스씨(NTSC)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티브이는 고화질 티브이(HDTV)용 방송신호를 수신하지 못
한다.

따라서, 고화질 티브이(HDTV) 신호를 시청하려는 사용자는 비싼 가격의 고화질 티브이를 구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16 : 9의 화면비를 갖는 고화질 티브이 신호를 4 : 
3 또는 16 : 9의 화면비를 갖는 엔티에스씨(NTSC)신호로 변환함으로써 기존의 엔티에스씨(NTSC)용 티브이
로 고화질 티브이 신호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드컷 모드 및 상화절단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
이신호 변환회로를 창안한 것으로, 이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사이드컷 모드(Side Cut mode)와 상하절단 모드(Letter Box mode)를 각기 적용하여 화면비를 
변환하는 회로들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제 3 도는 본 발명 사이드컷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신호 변환회로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고
화질 티브이신호(HDTV)를 샘플링주파수(4788fh)에 따라 디지탈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와,이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의 출력(V1 )을  각각의  라인필터(21),  (22)에  입력시켜  수직방향의 보간

(interpolation)을 수행하는 라인필터부(2)와, 이 라인필터부(2)의 출력(V2)(V3)을 라인 데시메이션(Line 

Decimation)(31)(32)에 각기 입력시켜 수직방향의 추림(decimation)을 수행하는 라인 데시메이션부(3)와, 
이  라인데시메이션부(3)의 출력(V4)(V5 )을  수평필터(41∼43)(44∼46)에  각기  입력시켜  수평방향의 보간

(interpolation)을 수행하는 수평필터부(4)와, 이 수평필터부(4)의 출력(VA1∼VA3)(VB1∼VB3)을 수평 데시

메이션(51∼56)에 각기 입력시켜 수평방향의 추림(decimation)을 수행하는 수평 데시메이션부(5)와,  이 
수평 데시메이션부(5)의 출력(Ah1∼Ah3)(Bh1∼Bh3)을 라이트클럭(WCL  12)에 따라 선입선출부(61∼66)에 각

기 저장하고 리드클럭(RCLKl )에 따라 출력시키는 메모리(6)와, 격행주사(Interlace) 또는 비월주사(Non-

Interlace) 모드선택에 따라 온, 오프되는 스위치(SW1)와, 샘플주파수(Vf2)에 따라 상기 메모리(6)의 출력

(V6∼V  11)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7)로 구성한다.

제 4 도는 본 발명 사이드컷 모드를 적용한 회로의 다른 실시예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고화질 티브
이신호(HDTV)를 샘플링주파수(4788fh)에 따라 디지탈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탈변환부(1)와, 이 아날로그/

디지탈변환부(1)의 출력(V1)을 각각의 라인필터(21)(22)에 입력시켜 수직방향의 보간(interpolation)을 수

행하는 라인필터부(2)와, 이 라인 필터부(2)의 출력(V2)(V3 )을 라인 데시메이션(Line Decimation)(31)(3

2)에 각기 입력시켜 수직방향의 추림(Decimation)을 수행하는 라인 데시메이션부(3)와, 이 라인 데시메이
션부(3)의 출력(V4)(V5 )을 라이트클럭(WCLK2 )에 따라 선입선출부(81)(82)에 각기 저장하고 리드클럭(RCLK

2)에 따라 출력시키는 메모리(8)와, 샘플주파수(Vf3)에 따라 상기 메모리(8)의 출력(V12)(V13)을 아날로그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9)로 구성한다.

제 7 도는 상기 라인필터부(2)의 상세 블럭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라인필터(21)는 디지탈신호(V1)

를 순차적으로 지연기(201∼206)를 통해 지연시키는 라인지연부(23)와,  상기 신호(V1 )  및 지연기(201∼

206)의 출력에 계수를 각기 곱하는 곱셈기(207∼213)로 구성한 곱셈부(24)와, 이 곱셈부(24)의 출력을 합
산하는 가산기(25)로 구성하고, 라인필터(22)는 라인지연부(26), 곱셈부(27) 및 가산기(28)로 구성한 것
으로 상기 라인필터(21)의 구성에서 곱셈기(207)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연기(201)를 2라인 지연시키는 지
연기(214)로 대치하여 구성한다.

제 8 도는 수평필터부(4)의 상세 블럭도로서 이에 도시함 바와같이, 수평필터(4l)는 입력신호(V4)를 순차

적으로 지연기(401∼406)를 통해 지연시키는 픽셀지연부(29A)와, 상기 입력신호(V4) 및 지연기(401∼406)

의 출력에 각기 계수를 곱하는 곱셈기(407∼412)로 구성한 곱셈부(30A)와, 이 곱셈부(30A)의 출력을 합산
하는 가산기(31A)로 구성하고 수평필터(42)(43)는 상기 수평필티(41)과 동일하게 픽셀지연부, 곱셈부 및 
가산기(32A, 33A, 34A)(35A, 36A, 37A)로 각기 구성하며 상기 수평필터(41)의 구성중 곱셈기(407)를 제거
함과 동시에 지연기(401)을 2픽셀, 3픽셀을 지연시키는 지연기(414)(415)로 각기 대체하여 구성한다.

상기 수평필터(44∼46)는 입력신호(V5)가 입력되며 상기 수평필터(41)(42)(43)와 동일하게 픽셀지연부, 곱

셈부 및 가산기(29B, 30B,31B), (32B, 33B, 34B), (35B, 36B, 37B)로 각기 구성한다.

제 11 도는 본 발명 상하절단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신호 변환회로의 블럭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화질 티브이신호(HDTV)를 샘플링 주파수(Vfl )에 따라 디지탈변환하는 아닐로그/디지탈 변환부(1

0)와, 이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0)의 출력(V14)을 추림(decimation)하는 라인 데시메이션부(11)와, 이 

라인 데시메이션부(11)의 출력(Vl5)을 수평필터(121∼129)에 각기 입력시켜 보간(interpolation)을 수행하

는 수평필터부(12)와, 이 수평필터부(12)의 출력(Vh1∼Vh9)을 수평 데시메이션(131∼139)에 각기 입력시켜 

데시메이션(추림)을 수행하는 수평 데시메이션부(13)와 이 수평 데시메이션부(13)의 출력(Ah1∼Ah9)을 라

이드 클럭(WCLK3)에 따라 선입선출부(141∼149)에 저장하고 리드클럭(RCLK1)에 따라 출력하는 메모리(14)

와, 이 메모리(14)의 출력(V16∼V24)을 샘플링 주파수(Vf4)에 따라 아날로그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

환부(15)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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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도는 본 발명 상하절단 모드를 적용한 회로의 다른 실시예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샘플링 주파
수(Vhl)에 따라 고화질 티브이신호(HDTV)를 디지탈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0)와,  이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부(10)의 출력(V14)을 순차주사 또는 비월주사에 따라 추림(decimation)을 수행하는 라인 데

시메이션부(11)과,  이 라인 데시메이션부(11)의 출력(V15)을 라이트 클럭(WCLK2)에 따라 저장하고 리드클

럭(RCLK3)에 따라 출력하는 선입선출부(16)와, 이 선입선출부(16)의 출력(V25)을 샘플링 주파수(Vf5)에 따

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17)로 구성한다.

상기 수평필터부(12)는  제 14 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픽셀지연부,  곱셈부  및  가산기(47∼49)(50∼
52)(53∼55)(56∼58)(59∼6l)(62∼64)(65∼67)(68∼70)(71∼73)로  각기  구성된  수평필터(121∼129)로 구
성한다.

상기 수평필터(121)는 입력신호(V15)를 순차적으로 지연기(501∼507)를 통해 지연시키는 

픽셀지연부(47)와,  상기  지연기(501∼507)의  출력에  계수를  곱하는  곱셈기(508∼514)로  구성한 곱셈부
(48)와, 이 곱셈부(48)의 출력을 합산하는 가산기(49)로 구성하고 상기 수평필터(122∼129)는 상기 수평
필터(121)과 동일하게 구성되나 픽셀지연부의 첫째 지연기가 3, 5, 7, 8, 10, 12, 14, 16 픽셀을 지연시
키는 지연기(515∼522)로 각기 대체하여 구성한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10)을 제어하는 샘플링 주파수(Vf1=4788fh)는 샘플링속도 규격에 기준한 

것으로 fh는 엔티에스씨(NTSC)의 수평주파수 이다.

상기 제 3 도, 제 4 도, 제 11 도 및 제 12 도는 티브이의 신호(R, G, B)중 한 채널에 대한 회로구성으로
서 본 발명은 한 채널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제 1 도 제 2 도 화면의 변환을 보인 예시도, 제 5 도 수직보
간 및 추림을 보인 예시도, 제 6 도 제 13 도 수평보간 및 추림을 보인 예시도 및 제 9 도, 제 10 도 제 
15 도 제 16 도각부의 파형부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화질 티브이 신호(HDTV)는 제 1 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수평방향의 액티브 픽셀수는 1280개이고 수직방
향의 액티브 라인수는 720 라인이다.

그리고, 순차주사(Non-Interlace)방식의 엔티에스씨(NTSC)신호는 수평방향의 액티브 픽셀수는 720 픽셀이
고 수직방향의 액티브 라인수는 480라인으로 이는 CCIR 601-1의 규정에 기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고화질 티브이 신호(HDTV)를 엔티에스씨(NTSC)신호로 변환함에 있어 사이드컷 모드(Side Cut 
mode)와 상하 절단모드(Letter Box mode)를 적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때, 사이드컷 모드(Side Cut Mode)를 설명하면 제 1 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16 : 9 화면비의 고화질 티
브이(HDTV)신호를 4 : 3 화면비의 엔티에스(NTSC)신호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16 : 9 화면비의 고
화질 티브이 신호중 4 : 3 화면비의 신호만이 필요하게 된다. 즉, 수평방향의 1280 픽셀중 960픽셀이 필
요하며 수직방향외 라인수는 720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960 픽셀, 수직방향으로 720 라인의 신호를 엔티에스씨(NTSC) 신호로 바꾸기 위
해 수평방향의 960  픽셀을 보간(interpolation)을 3,  추리(decimation)을 4로 수행하면 엔티에스씨(NTS
C)에서 필요로 하는 720 픽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직방향의 720  라인은 순차주사(Non-interlace)  인 엔티에스씨(NTSC)인 경우 보간(interpola-
tion)을  2,  추림(decimaion)을  3으로  수행하여  480  라인올  구하고  비월주사(Interlace)인 엔티에스씨
(NTSC)인 경우 추림(decimation)을 3 수행하여 240 라인을 구하게 된다.

한편, 상하절단모드(Letter Vox Mode)를 설명하면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16 : 9 화면비의 고화질티
브이(HDTV)신호를 16 : 9 화면비의 엔티에스(NTSC)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수평방향의 1280 픽셀을 보간
(interpolation)을 9, 추림(decimation)을 16으로 수행하여 엔티에스씨(NTSC) 신호에 필요한 720 픽셀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수직방향의 720 라인은 순차 주사(Non-interlace)인 엔티에스씨(NTSC)외 경우 추림(decimation)
을 2로 하여 360 라인을 구하고 비월주사(Interlace)의 경우 추림을 4로 하여 180 라인을 구하는데 상기 
360라인을 구하는 것을 4 : 3 엔티에스씨(NTSC)시 480 라인에 대한 75%(480×0.75=360)이기 때문이다.

먼저, 16 : 9 화면비의 고화질 티브이신호(HDTV)를 4 : 3화면비의 엔티에스씨(NTSC)신호로 변환함에 있어 
순차주사(Non-Interalce)인 엔티에스시(NTSC)가 필요한 경우 사이드컷 모드(Side Cut mode)를 적용한 제 
3 도의 회로를 설명하면 고화질 티브이 신호(HDTV)를 입력받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가 4788fh(fh는 

엔티에스씨의 수평주파수)인 샘플링 주파수(Vf1)에 따라 디지탈신호(V1)로 변환하여 라인필터부(2)에 출력

함에 따라 라인필터(21)(22)를 통해 보간(interpolation) 2를 수행하여 제 9 도a, b에 도시한 바와같이 
구간이 3H인 신호(V2)(V3)를 라인 데시메이션부(3)에 출력하게 된다.

즉, 라인필터(21)는 입력신호(V1)를 라인지연부(33)의 지연기(201∼206)을 통해 순차적으로 1H씩 지연시키

고 상기 입력신호(V1)와 지연기(201∼206)의 출력을 입력받은 곱셈부(24)는 곱셈기(207∼213)에서 계수 6, 

4, 2, 0, 2, 4, 6를 각기 곱하며 이 계수가 곱해진 상기 급셈기(207∼213)의 출력은 가산기(25)에서 합산
되어 제 9 도 a에 도시한 바와같은 신호(V2)로 출력된다.

그리고, 라인필터(22)는 입력신호(V1)를 라인 지연부(26)에 입력시켜 초기에 2H 지연시킨후 1H씨 순차지연

시키고 이 지연된 신호에 곱셈부(27)에서 5, 3, 1, 1, 3, 5인 계수를 각기 곱하여 가산기(28)에서 합산함
에 따라 제 9 도 b에 도시한 바와같은 신호(V3)를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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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라인필터부(2)의 출력(V2)(V3)을 입력받은 라인 데시메이션부(3)는 라인 데시메이션(31)(32)에서 추

림(decimation)을 3으로 수행함으로써 제 9 도c, d에 도시한 바와같이 240라인의 신호(V4)(V5)를 수평필터

부(4)에 출력하게 된다.

이와같이 수직적으로 보간을 2, 추림을 3으로 수행하는 동작을 태그(Tag)가 13인 경우를 예로 한 제 5 도
에서 설명하면 검은 도트(dot)는 입력 데이타(V1)로서 보간(inrerpolation) 2를 수행함에 따라 검은 도트

사이에 하얀 도트가 만들어짐으로 라인 필터(21)의 곱셈부(24)에 곱해지는 계수값을 6, 4, 2, 0, 2, 4, 6
이 되고 라인필터(22)의 곱셈부(27)에 곱해지는 계수값을 5, 3, 1, 1, 3, 5가 되며 이 계수값을 곱셈하여 
합산한 후 추림 3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라인필터(21)(22)의 계수값은 필터설계에 따라 값이 변화된다.

이에따라, 수직방향으로 240 라인인 라인데시메이션부(3)의 출력(V4)(V5)이 수평필터부(4)에 입력되어 수

평필터(41∼43)(44∼46)에 각기 입력되면 수평방향으로 보간(interpolation)  3이 수행되는데 제 8 도에 
도시한 방세 블럭도와 같이 상기 신호(V4,V5 )는 픽셀지연부(29A,  29B)(32A,  32B)(35A,  35B)에 입력되어 

1H, 2H, 3H 지연된 후 순차적으로 1H씩 지연되고, 상기 픽셀지연부(29A, 29B)(32A, 32B), (35A, 35B)의 
출력은  곱셈부(30A,  30B),  (33A,  33B)(36A,  36B)에서  계수값이  각기  곱해진후  가산기(31A,  31B)(34A, 
34B)(37A, 37B)에서 가기 합산되어 보간된 신호(VA1∼VA3)(VB1∼VB3 )가 수평 데시메이션부(5)에 출력하게 

된다.

이때,  수평필터부(4)의  출력(AV1∼VA3)(VB1∼VB3)은 수평  데시메이션부(5)의  수평  데시메이션(51∼5

6)에 각기 입력되어 추림(decimation) 4가 각기 수행됨으로써 제 9 도 e 내지 j에 도시한 바와같은 파형
의 신호(Ah1∼Ah3)(Bh1∼Bh  3)가 메모리(6)에 출력된다.

즉, 수평적으로 보간 3, 추림 4를 수행하는 동작을 태크(Tag)가 19인 경우를 예로한 제 6 도에서 설명하
면 수평필터(41∼46)는 필터당 19개의 계수가 좌우로 대칭되어 설정되는데 실제로는 검은 도트(doT) 부분
의 계수만이 이용되어 지연된 신호에 곱해진후 합산됨에 따라 보간을 수행하고 보간된 신호는 추림을 수
행하여 1수평 라인에 240 픽셀의 데이타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따라, 라인 데시메이션부(5)의 출력(Ah1∼Ah3)(Bh1∼Bh3)은 4788fh/4인 라이트클럭(WCLK1)에 따라 메모

리(6)의 선입선출부(61∼66)에 각기 저장되고 순차 주사모드(Non-Interlace)인 경우 스위치(SW1)가 온된후 

27MHz인 리드클럭(RCLK1)에 따라 선입선출부(61∼66)의 저장데이타(V6∼V11)가 출력되어 27MHz인 샘플링 주

파수(Vf2)에 따라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7)에서 아날로그 변환됨으로써 제 9 도 k에 도시한 바와같이 4 

: 3화면비의 엔티에스씨(NTSC)신호가 출력된다.

그리고, 비월주사모드(Interlace)인 경우 스위치(SW1)가 오프되고 13.5MHz인 리드클럭(RCLK1)에 따라 메모

리(6)의 선입선출부(61∼63)의 저장데이타(V6∼V6)가 출력되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7)에 13.5MHz인 샘

플링주파수(Vf2)에 따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됨으로써 제 9 도 l에 도시한 바와같이 4 : 3화면비의 엔티

에스(NTSC)신호가 출력되어진다.

또한, 사이드컷 모드(Side Cut Mode)를 적용한 다른 실시예인 제 4 도의 회로를 설명하면 고화질 티브이
신호(HDTV)를 입력받은 아날로그/디지탈변환부(1)가 478fh인 샘플링주파수(Vf1)에 따라 디지탈변환을 수행

하고 이 변환신호(V1)를 라인필터부(2)에 출력함에 따라 라인필터(21)(22)에서 보간(interpolation) 2를 

수행하여 제 10 도 a, b에 도시한 바와같이 구간이 3H인 신호(V2)(V3)를 라인 데시메이션부(3)에 출력하게 

된다.

이때,  720라인인  라인필터부(2)의 출력(V2)(V3 )을  입력받은  라인  데시메이션부(3)는  라인 데시메이션

(31)(32)에서 추림(decimation) 3을 수행함으로써 제 10 도 c, d에 도시한 바와같이 960 픽셀, 240라인신
호(V4)(V5)가 75MHz의 샘플속도로 메모리(8)의 선입선출부(81)(82)에 출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라인 데시메인션부(3)외 출력(V4)(V5)은 4788fh인 라이트클럭(WCLK2)에 따라 메모리(8)의 선입

선출부(81)(82)에 각기 저장되고 순차주사모드(Non-Interlace)인 경우 36NHz인 리드클럭(RCLK2)에 따라 상

기  선입선출부(81)(82)의 저장데이타(V12)(V13 )가  순차적으로  출력되어  디지탈/아날로그변환부(9)에서 

36MHz인 샘플링 주파수(Vf3)에 따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됨으로써 제 10 도 e에 도시한 바와같이 4 : 3 

화면비의 엔티에스씨(NTSC)신호가 출력된다.

그러고,  비월주사모드(Inrerlace)인  경우  18MHz인 리드클럭(RCLK2 )에  따라  메모리(8)의 선입선출부

(81)(82)가 선택되어 저장데이타(V12 또는 V13)가 출력되고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9)에서 18MHz인 샘플링 

주파수(Vf3)에 따라 아날로그 변환이 수행됨으로써 제 10 도 f에 도시한 바와같은 4 : 3 화면비의 엔티에

스씨(NTSC)신호가 출력되어진다.

한편, 16 : 9 화면비의 고화질 티브이신호(HDTV)를 16 : 9 화면비의 엔티에스씨(NTSC)신호로 변환하기 위
해 상하절단모드(Letter Box mode)를 적용한 제 1 도의 회로를 설명하면 고화질 티브이신호(HDTV)를 입력
받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0)가 4788fh(fh는 엔티에스씨의 수평주파수)인 샘플링 주파수(Vf1)에 따라 

디지탈변환을 수행하고 이 변환된 제 15 도 a에 도시한 바와같은 신호(Vl4)를 라인 데시메이션부(11)에 출

력하는데 상기 라인 데이메이션부(11)은 비월주사모드(Interlace mode)의 경우 추림(decimation) 4를 수
행하여 180 라인의 신호(V15)를 출력하고 순차주사모드(Non-Interlace mode)인 경우 추림(decimation) 2를 

수행하여 제 15 도 b에 도시한 바와같은 360라인의 신호(V15)를 출력하게 된다.

14-4

1019930004091



이때, 라인 데시메이션부(11)의 출력(Vl6)을 입력받은 수평필터부(12)가 9개의 수평필터(121∼129)에 입력

시킴에 따라 픽셀지연부(47)(50)(53)(56)(59)(62)(65)(68)(71)에서 1H, 3H, 5H, 7H, 8H, 10H, 12H, 14H, 
16H 지연된 후 순차적으로 1H씩 지연되고 상기 픽셀지연부(47)(50)(53)(56)(59)(62)(65)(68)(71)의 출력
은 곱셈부(48)(51)(54)(57)(60)(63)(66)(69)(72)의 곱셈기에서 수평필터 계수값과 각기 급해진후 가산기
(49)(52)(55)(58)(61)(64)(67)(70)(73)에서 각기 합산됨에 따라 보간(interpolation) 9가 수행된 신호(Vh1

∼Vh9)가 수평 데시메이션부(13)에 출력된다.

이에따라, 수평필터부(12)의 출력(Vh1∼Vh9)은 수평 데시메이션부(13)의 수평 데시메이션(131∼139)에 각

기 입력되어 추림(decimation) 16을 각기 수행됨으로써 제 15 도 c 내지 k에 도시한 바와같은 파형의 80
픽셀신 신호(Ah1∼Ah9)가 75/16MHz의 샘플속도로 메모리(14)에 출력되어진다.

즉, 수평적으로 보간 9, 추림 16을 수행하는 동작을 필터계수가 57개인 경우를 예로한 제 13 도에서 설명
하면 검은 도트의 입력데이타를 수평필터부(12)의 필터계수로 하여 보간(interpolation) 9을 수행함에 따
라 하얀 도트의 픽셀을 구하고 이 보간된 신호(Vh1∼Vh9)를 수평 데시메이션부(13)에서 추림(decimation) 

16을 수행하여 80픽셀의 신호(Ah1∼Ah1) 구하는데 상기 신호(Ah1∼Ah3)의 반복되는 데이타를 구하게 된다. 

따라서, 수평 데시메이션부(13)의 출력(Ah1∼Ah9)은 (4788/16)fh인 라이트클럭(WCLK3)에 따라 메모리(14)의 

선입선출부(141∼149)에 각기 저장되고 순차 주사모드(Non-Interlace)의 경우 27MHz인 리드클럭(RCLK1)에 

따라 상기 선입선출부(141∼149)의 저장데이타(Vl6∼V24 )가 순차적으로 출력되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

(15)에서 27MHz인 샘플링 주파수(Vf4)에 따라 아날로그 변환됨으로써 제 15 도 l에 도시한 바와 같은 파형

의 16 : 9 화면비인 엔티에스씨(NTSC)신호가 출력된다.

그리고, 비월주사모드(Interlace)인 경우 13.5MHz인 리드클럭(RCLK1)에 따라 메모리(14)의 선입선출부(141

∼149)에서 저장데이타(Ah1∼Ah9 )가  출력되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15)에서 13.5MHz인 샘플링 주파수

(Vf4)에 따라 아날로그 변환됨으로써 제 15 도 l에 도시한 바와같은 파형의 16 : 9 화면비인 엔티에스씨

(NTSC)신호가 출력된다.

또한, 상기 절단모드(Letter Box mode)를 적용한 다음 실시예인 제 12 도의 회로를 설멍하면 고화질 티브
이신호(HDTV)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10)에 입력되어 4788fh인 샘플링주파수(Vf1)에 따라 디지탈 변환

되고 제 16 도 a에 도시한 바와같이 구간이 3H인 720 라인의 변환된신호(V14)가 라인 데시메이션부(11)에  

입력됨에 따라 추림(decimation)이 수행되는데 비월주사모드(Interlace mode)의  경우 추림(Decimation) 
4를  수행하여  180  라인의 신호(V15 )를  출력하고  순차주사  모드(Non-Interlace  mode)인  경우 추림

(decimation)  2를 수행하여 제 16  도 b에 도시한 바와같은 파형의 1280  픽셀, 360  라인의 신호(V15 )가 

75MHz의 샘플속도로 선입선출부(16)에 출력되어진다.

이때, 선입선출부(16)는 4788fh인 라이트클럭(WCLK2)에 따라 라인 데시메이션부(11)의 출력(V15)을 저장하

고 순차주사 모드(Non-Interlace)인 경우 48MHz인 리드클럭(RCLK3)에 따라 상기 선입선출부(16)의 저장데

이타(V25 )가 출력되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17)에서 48MHz인 샘플링 주파수(Vf5)에 따라 아날로그신호

로 변환됨으로써 제 16 도 c에 도시한 바와같은 파형의 16 : 9 화면비인 엔티에스씨(NTSC)신호가 출력되
어진다.

그리고, 비월주사모드(Interlace mode)인 경우 24MHz인 리드클럭(RCLK3)에 따라 선입선출부(16)의 저장데

이타(V25)가 출력되고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17)에서 24MHz인 샘플링 주파수(Vf5)에 따라 아날로그신호

로 변환됨으로써 제 16 도 d에 도시한 바와같은 구간이 4H인 파형의 16 : 9 화면비인 엔티에스씨(NTSC) 
신호가 출력되어진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수평 필터의 구조를 간략히 하기 위해 각 라인간 또는 픽셀간의 데이타를 이
용했지만 라인간, 픽셀간 또는 필드간의 데이타를 이용하여 움직임 정도를 검출함에 따라 필터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각 필터의 계수를 줄임에 의해서도 하드웨어 구성을 간략히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고화질  티브이 신호를 보간(interpolation)   및 추림
(decimation)을 통해 기존의 엔티에스씨(NTSC)신호로 변환시킴으로써 시스뎀을 교체함이 없이 디지탈 방
식의 고화질 티브이 방송을 시청, 녹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280 화소 및 720 라인으로 구성된 고화질 티브이 디지탈 신호를 입력받아 수직 방향으로 보간하는 라인 
필터(21)(22)와, 상기 라인 필터(21)(22)를 수직으로 추림하여 각기 240 라인으로 변환하는 라인 데시메
이션(31)(32)과, 상기 라인 데시메이션(31)(32)의 출력을 수평 방향으로 보간 및 추림을 수행하여 720 화
소로 변환하는 복수개의 수평 필터 및 수평 데시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수평 필터부(4) 및 수평 데시메이션
부(5)와, 상기 수평 데시메이션부(5)의 복수개의 출력을 라이트 클럭에 따라 각기 저장하여 리드 클럭에 
따라 출력하는 복수개의 메모리로 이루어진 메모리부(6)와, 상기 메모리부(6)의 출력을 상기 리드 클럭과 
동일한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로 구성하여 순차 주사 사이드 컷 모
드의 엔티에스씨 신호를 출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드 컷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 신호 변
환 회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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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화소 및 720 라인으로 구성된 고화질 티브이 디지탈 신호를 입력받아 수직으로 추림으로 수행하여 
360 라인으로 변환하는 라인 데시메이션부(11)와, 상기 라인 데시메이션부(11)의 출력을 수평 방향으로 
보간 및 추림하여 각기 80 화소로 변환함에 의해 720 화소의 신호를 출력하는 복수개의 수평 필터와 수평 
데시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수평 필터부(12)  및 수평 데시메이션부(13)와, 상기 수평 데시메이션부(13)의 
복수개의 출력을 각각 라이트 클럭에 따라 각기 저장하여 리드 클럭에 따라 출력하는 복수개의 메모리로 
이루어진 메모리부(14)와, 이 메모러부(14)의 출력을 상기 메모리 리드 클럭과 동일한 주파수로 아날로그 
신호로 변판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로 구성하여 순차 주사 상하 절단 모드의 엔티에스씨 신호를 출
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 절단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 신호 변환 회로.

청구항 3 

1280 화소 및 720 라인으로 구성된 고화질 티브이 디지탈 신호를 입력받아 수직으로 보간하는 라인 필터
와, 상기 라인 필터의 출력을 수직으로 추림하여 240 라인으로 변환하는 라인 데시메이션과, 상기 라인데
시메이션의 출력을 수평 방향으로 보간 및 추림하여 720 화소로 변환하는 복수개의 수평 필터와 수평 데
시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수평 필터부(4) 및 수평 데시메이션부(5)와, 상기 수평 데이시메이션부(5)의 복수
개의 각 출력을 라이트 클럭에 따라 저장하고 리드 클럭에 따라 출력하는 복수개의 메모리로 이루어진 메
모리부(6)와, 상기 메모리부(6)의 출력을 상기 메모리드 클럭과 동일한 주파수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
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로 구성하여 비월 주사 사이드 컷 모드의 엔티에스씨 신호를 출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드 컷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 신호 변환회로.

청구항 4 

1280 화소 및 720 라인으로 구성된 고화질 티브이 디지탈 신호를 입력받아 수직으로 추림을 수행하여 180 
라인으로 변환하는 라인 데시메이션부(11)와, 상기 라인 데시메이션부(11)의 출력을 수평 방향으로 보간 
및 추림으로 수행하여 720 화소로 변환하는 복수개의 수평 필터와 수평 데시메이션으로 이루어진 수평필
터부(12) 및 수평 데시메이션부(13)와, 상기 수평 데시메이션부(13)의 복수개의 각 출력을 각기 라이트클
럭에 따라 저장하고 리드 클럭에 따라 출력하는 복수개의 메모리로 이루어진 메모리부(14)와, 상기 메모
리부(14)의 출력을 상기 메모리 리드 클럭과 동일한 주파수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로 구성하여 비월주사 상하 절단 모드의 엔티에스씨 신호를 출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 
절단 모드를 적용한 고화질 티브이 신호 변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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