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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방향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 및그 방법

요약
양방향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
법에 있어서,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두 프레임간의 양방향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보간될
프레임에서 화소 오차가 최소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설정된 움직임 벡터로 보간될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영상분할부에서 영상 분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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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1의 움직임 추정부에서 움직임 추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도 1의 움직임 벡터리파인부에서 움직임 벡터 리파인이전과 이후의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도 1의 움직임보상보간부에서 움직임 보상에 의한 보간된 영상의 구성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7은 도 6의 양방향움직임 추정부에서 양방향 움직임 벡터 추정을 설명하기위한 도면이다.
도 8은 도 6의움직임벡터리파인부에서 블록별로 움직임 벡터 추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는 개선된움직임보상보간부에서 블록 중첩에 의한 프레임 보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신호 변환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양방향 움직임 벡터를 이용한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
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TV 표준을 따르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포맷 교환이 필요하다.
도 1은 종래의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를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영상 분할부(110)는 도 2와 같이 효율적인 움직임 추정을 위해 영상을 체인지드/언체인지드(chang
ed/unchanged)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다시 언체인지드 영역은 커버드/언커버드(covered/uncovered)영역, 배경
(background), 움직이는 물체(object)로 나눈다.
움직임 추정부(120)는 일반적으로 비디오 코딩에서 사용하는 블록 정합 알고리듬(block matching algorithm)을 이
용하여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생성한다. 기존의 대표적인 블록 정합 알고리듬은 도 3과 같이 일정 크기의 블록 내의 화
소들이 회전 혹은 확대, 축소되지 않고 동일하게 이동만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블록당 하나의 움직임 벡터를 찾는 것이
다. 도 3에서 현재 프레임(f t2 )내의 (xt2 , y t2 )에 위치한 N×N 크기의 기준 블록의 움직임을 이전 프레임(f t1 )에서
±P 화소 만큼의 범위에서 추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전 프레임 내의 움직임 추정 영역의 크기는 (N＋2P)×(N＋
2P)가 되고 여기에서 움직임 벡터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총 (2P＋1) 2 개의 위치에서 상관 계수를 모두 계산한 후 최대
상관도를 보여주는 위치를 움직임 벡터로 결정한다. 이때 현재 프레임에서의 기준 블록(x)와 이전 프레임에서의 후보
블록(Y)간의 차이는 수학식 1과 같이 MAD(mean absolute difference) 혹은, l 1 메트릭(metric)으로 불리는 정합 기
준이 주로 사용된다.
수학식 1

여기서 최종적으로 블록의 움직임 벡터는 기준 블록과 후보 블록의 평균 절대값 차이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탐색 영역
(search range)의 위치(m, n)으로 결정된다.
움직임 벡터 리파인부(130)는 움직임 추정부(120)에서 얻어진 부적절한 움직임 벡터를 개선(refinement)시키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움직임 벡터의 스무드니스(smoothness)를 개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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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보상보간부(140)는 보간하려는 영상의 전후 프레임에 대한 순방향 움직임 벡터를 찾아내고, 이 구해진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영상분할부(110)에서 발생하는 영역분류정보에 따라 양방향 보간을 수행한다. 이때 움직임보상보간
부(140)에서 움직임(forward motion) 정보를 이용한 움직임보상보간은 도 4와 같이 보간될 프레임에서 두 개 이상의
움직임이 할당되는 것에 의해 블록이 겹치는부분(overlap)과 움직임이 할당되지 않는 빈 부분(hole)이 발생한다. 이
겹치는 부분(overlap)과 빈 부분(hole)들은 보간된 영상의 화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화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이
겹치는 부분(overlap)과 빈 부분(hole)들은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소 단위로 처리되어야한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 겹치는 부분(overlap) 및 빈 부분(hole)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신호 처리 과정 및 이에 따른 복잡한
하드웨어를 구현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과제는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연속적인 두 프레임의 양방향 움직임 벡터를 직접 구
함으로서 화질을 개선 시키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 및 그를 이용한 장치를 제공하는 데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에 있어서,
(a)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두 프레임간의 양방향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과정;
(b) 상기 (a)과정에서 보간될 프레임에서 화소 오차가 최소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하는 과정;
(C) 상기 (b)과정에서 설정된 움직임 벡터로 보간될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이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에 있어서,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에
있어서,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간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보간될 프레임에
할당하고,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할당된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양방향 움직임 추정수단;
상기 양방향움직임추정수단에서 보간될 프레임에서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정확성을 평가한 후 화소 오차가 최소
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하는 움직임 벡터 리파인부;
상기 보간될 블록을 확장하여 중첩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두고 상기 움직임벡터리파인수단에서 구해진 움직
임 벡터로 보간하는 보간부를 포함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를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6의 장치는 양방향움직임 추정부(610), 움직임벡터리파인부(620), 개선된움직임보상보간부(630)로 구성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양방향움직임 추정부(610)는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
임간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보간될 프레임에 할당하고, 그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할당된 움직임 벡터를 추정한다.
움직임벡터리파인부(620)는 보간될 프레임에서 양방향움직임 추정부(610)에서 추정된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정
확성을 평가한 후 화소 오차가 최소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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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움직임보상보간부(630)는 움직임벡터리파인부(620)에서 구해진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보간될 프레임의 전
후 프레임에서 블록의 평균으로 보간될 블록을 형성한다. 이때 개선된움직임보상보간부(630)는 보간될 블록을 확장하
여 중첩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두고 보간을 수행한다.
도 7은 도 6의 양방향움직임 추정부(610)의 양방향 움직임 벡터를 구하는 개념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인접한 두 프레임에서 f t1 은 이전 프레임(previous frame)이고, f t2 는 현재 프레임(current frame)
이며, fti 는 두 프레임 사이에서 보간될 프레임(interpolated frame)이다. 보간될 프레임에서 구할 양방향 움직임 벡터
는 도 7의 (a) 및 (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움직임 벡터 초기화 단계와 움직임 벡터 조정 단계를 거친다.

도 7의 (a)를 참조하여 움직임 벡터 초기화 단계를 설명한다. 먼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을
2:1로 데시메이션(decimation)한다. 이어서, 현재 프레임을 블록들로 나누고 각 블록에 대해서 탐색 영역(search ra
nge)을 정하여 블록 정합 알고리듬(block matching algorithm:이하 BMA이라 칭함)으로 순방향 움직임 벡터(forwa
rd MV)를 추정한다. 이어서 보간될 프레임을 블록별로 나누고 추정된 순방향 움직임 벡터를 보간될 프레임의 초기 움
직임 벡터로 설정한다.

이어서 도 7의 (b)를 참조하여 움직임 벡터 조정 단계를 설명한다. 먼저, 움직임 벡터 초기화 단계에서 구한 순방향 움
직임 벡터를 초기값으로 하여 작은 탐색 영역(small search range)을 새로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다시 BMA를 이
용하여 초기에 설정된 움직임 벡터를 보정한다. 즉, 보간될 프레임에서 임의의 블록(B ti )의 중심(xti , y ti )로 설정한다.
이어서, 그 중심(x ti , y ti )을 통과하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에서의 블록들(Bt1 , Bt2 )중 두 블록의 오차가 가장
적은 위치값을 보간될 프레임 블록(Bn )의 최종적인 양방향 움직임 벡터로 설정한다.
결국 이전프레임(ft1 )의 블록(Bt1 )은 움직임벡터(D)를 구비하면서 현재프레임(f t1 )의 블록(Bt2 )로 프로젝션된다.
도 8은 도 6의 움직임 벡터리파인부(620)의 움직임 벡터를 개선하는 개념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보간될 프레임에서 현재 블록(current block)은 B(P)로 하고, 현재 블록을 둘러싼 주변 블록(
candidate MV block)은 N i (P), I=1,.....8로 설정하고, 블록의 움직임 벡터는 D(·)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주변 블
록에서 얻어진 움직임 벡터들중에서 가장 작은 MAD(mean absolute difference)를 갖는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대체한다. 즉, 수학식 2와 같이 인접한 두 프레임사이의 양방향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현재 블
록의 DFD(displaced frame differences)를 구하고, 이중 가장 적은 DFD를 갖는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
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한다. 결국 움직임벡터 리파인은 움직임 추정에서 검출된 부적절한 움직임 벡터를 제거함으로
써 화질을 개선한다.
수학식 2

도 9는 도 6의 개선된움직임보상보간부(630)에서 움직임 보상형 보간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개선된움직임보상보간부(630)는 양방향으로 얻어진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수학식 3과 같이 인접
한 두 프레임에서의 블록의 평균을 취하여 보간될 프레임을 구성한다. 이때 보간할 프레임은 원래의 블록 크기에서 가
로/세로 방향으로 작은 크기만큼 블록을 확장하며, 그 중첩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가중치(weight)를 두고 보간된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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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즉, 포맷
변환을 수행하는 모든 영상 신호 처리 장치에 적용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연속적인 두 프레임의 양방향 움직임 벡터를 직접 구함
으로서 겹치는 부분(overlap) 및 빈 부분(hole)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화질을 향상 시킬 수있으며, 특히 카메라 모션
이 있는 패닝(panning)이나 줌잉(zooming) 영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에 있어서,
(a)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현재프레임과 이전프레임간의 양방향의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과정;
(b) 보간될 프레임에서 상기 (a)과정에서 추정된 움직임 벡터중 화소 오차가 최소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하는 과정;
(C) 상기 (b)과정에서 설정된 움직임 벡터로 보간될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과정은
(a-1)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간의 움직임 벡터를 검출하여 보간될
프레임에 할당하는 과정;
(a-2)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상기 (a-1)과정에서 할당된 움직임 벡터를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1)에서 움직임 벡터 검출은
영상을 데시메이션하는 과정;
상기 과정에서 데시메이션된 영상으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레이
트 변환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a-2)과정은
보간될 프레임에서 임의의 블록의 중심을 설정하고 그 블록 중심을 선형적으로 통과하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블록중에서 오차가 가장적은 위치값을 보간될 프레임 블록의 양방향 움직임 벡터로 추정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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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b)과정은 보간될 프레임에서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화소 오차가 최소
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을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레이
트 변환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과정은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할당된 움직임 벡터를 조정하고,
현재 블록의 상기 움직임 벡터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화소 오차가 최소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을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과정은 보간될 프레임의 전후 프레임에서 상기 과정에서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적용하여 블록
의 평균으로 보간될 블록을 형성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과정은 상기 보간될 블록을 확장하여 중첩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두고 보간하는 과
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방법.

청구항 9.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에 있어서,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간의 움직임 벡터를 구하여 보간될 프레임에
할당하고, 보간될 프레임을 기준으로 할당된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는 양방향 움직임 추정수단;
상기 양방향움직임추정수단에서 보간될 프레임에서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의 정확성을 평가한 후 화소 오차가 최소
인 주변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현재 블록의 움직임 벡터로 설정하는 움직임 벡터 리파인부;
상기 보간될 블록을 확장하여 중첩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두고 상기 움직임벡터리파인수단에서 구해진 움직
임 벡터로 보간하는 보간부를 포함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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