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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왜곡보정 장치 및 방법과 이를 이용한 영상표시기기

요약

    
본발명은 콘버전스 요크(convergence yoke)를 이용하지 않고 입력된 영상을 역왜곡(prewarping)하여 영상의 광학
적 왜곡과 미스컨버전스(misconvergence)를 보정하는 영상왜곡 보정장치 및 보정방법과 이를 이용한 영상표시기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본발명에 따른 영상왜곡 보정장치는,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표시하는 영
상표시기기에서 발생하는 영상왜곡을 보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기준영상을 생성하는 기준영상 생성부와, 상기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상기 스크린에 출력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촬영된 영상과 
상기 기준영상 생성부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영상 비교하여, 왜곡이 있으면 상기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왜곡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촬영된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왜곡정보 추출부를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영상표시기기는 콘버전스 요
크를 이용하지 않고 영상왜곡을 보정할 수 있고, 영상왜곡을 발생하는 영상표시기기를 쉽게 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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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색인어
영상왜곡보정, 프로젝션 TV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일반적인 프로젝션 TV를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1b는 도 1a의 프로젝션 TV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들의 궤적을 나타낸 도이다.

도 2a는 핀쿠션 왜곡의 예를 나타낸 도이다.

도 2b는 키스톤 왜곡의 예를 나타낸 도이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 보정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왜곡보정정보를 검출하여 영상왜곡을 보정하는 영상왜곡 보정 장치를 나타낸 구
성도이다

도 5a와 도 5b는 본발명에 따른 영상왜곡 보정장치의 영상보정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6a - 도 6d는 영상왜곡 보정장치의 영상보정과정에 생성되는 영상을 나타낸 도이다.

도 7a는 왜곡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을 키스톤 왜곡시켜 생성되는 키스톤 왜곡영상을 나타낸 도이다.

도 7b는 왜곡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입력된 영상을 핀쿠션 왜곡시켜 생성되는 핀쿠션 왜곡영상을 나타낸 도이다.

도 8은 본발명에 따라 키스톤 왜곡영상에서 좌표 추출방법을 나타낸 도이다.

도 9는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구성도이다.

도 10은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 보정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1a - 도 11b는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왜곡보정 과정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2a - 도 12d는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왜곡보정과정에 따라 생성되는 영상을 나타낸 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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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발명은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보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콘버전스 요크(convergence yoke, CY)를 이용하지 않
고 입력된 영상을 역왜곡하여 영상의 광학적 왜곡과 미스컨버젼스(misconvergence)를 보정하는 상기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보정장치 및 방법과 이를 이용한 영상표시기기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TV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전제품으로서, 우리 생활 수준이 갈수록 향상됨에 따라, 고품질의 텔레비
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개발된 고품질의 텔레비전들 중에서, 예를 들어, 프로젝션(Projection) TV는, 렌즈
를 이용하여, 적색(R, Red), 녹색(G, Green), 청색(B, Blue) 음극선관[CRT,Cathode Ray Tube]에 맺힌 영상을 확
대시키고, 상기 확대된 영상을 거울에 반사시킨 다음에 상기 거울로부터 대형 스크린으로 비춤으로써, 시청자에게 확대
된 TV 영상을 보여준다.
    

도 1a는 일반적인 프로젝션 TV(100)를 나타낸 구성도로서, RGB CRT들 (3, 4, 5)과, 상기 CRT들(3,4,5)로부터 출
력되는 영상들을 확대시키는 렌즈(6)와 이 영상들을 입사, 반사 시키는 거울(1)과 상기 거울(1)로부터 반사, 확대된 
영상들을 표시하는 스크린(2)으로 구성된다.

상기 프로젝션 TV(100)는 상기 CRT들(3,4,5)로부터 출력되는 영상들이 상기 CRT들(3,4,5)에 각각 부착된 렌즈들
(6)과 거울(1)을 통하여 상기 스크린(2)까지 도달하여 소정의 확대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그러나, 상기 프로젝션 TV(100)의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되는 영상은, 여러 개의 CRT들의 위치와 각도 및 광학소자들
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광학적 왜곡을 수반한다.

도 1b는 도 1a의 스크린(2)에 나타나는 영상들의 궤적을 나타낸 도로서, 상기 RGB CRT들(3,4,5)이 배열되는 위치와
 상기 거울 위치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적색, 녹색, 청색 영상 궤적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삐뚤어지거나 모난 모
양의 영상 궤적이 나타나 있다.

상기와 같은 광학적 왜곡은, CRT와 거울의 위치, 렌즈의 배율, 자계(magnetic field) 등과 같은 여러 요소(factor)에
 의하여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CRT와 렌즈에 의해 발생하는 핀쿠션 왜곡(pincu
shion distortion)과,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거울의 반사에 의해 발생하는 키스톤 왜곡(keystone distortion)으
로 나뉜다.

상기 핀쿠션 왜곡은, CRT (상세하게는 전자총)로부터 발생되어 출력되는 전자빔의 진행거리가 CRT의 중심에서 멀어
질수록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왜곡이다.

    
한편, 키스톤 왜곡은 렌즈에 따른 영상이 거울에서 반사점이 달라지고, 거울에서 스크린까지 반사경로가 달라져,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원영상이 사다리꼴의 영상으로 변형되는 왜곡으로서, 스크린에 표시되는 영상 전체에 대하여 균일하게
 발생된다. 특히, 세 개의 R, G, B CRT가 배열되어 있을 때, 그 위치에 따라,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R CRT와 
R CRT로부터 출력되는 전자빔은 거울에 비스듬하게 입사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입사되는 G CRT로부터 출력되는 전
자빔과 비교하여, 키스톤 왜곡을 더 크게 발생시킨다. 따라서, 상기 프로젝션 TV는, RGB 세 개의 CRT가 동일한 위치
에 놓여 있지 않고 옆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핀쿠션과 키스톤 왜곡의 정도가 영상의 상하 좌우에 따라
 달라지고, 세 가지 색의 전자빔이 동일한 곳에 투사되지 않고, 그에 따라 원하는 컬러 영상을 얻을 수 없는 미스컨버전
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상기 미스컨버젼스는 상기 광학적 왜곡과 함께 나타난다.
    

    
도 3는 종래 기술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 보정장치의 구성도로서, 외부 신호원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처리하
여 영상신호와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처리부(11)와, 상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전자빔을 발생하는 CRT
(12)와, 상기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입력받아 컨버전스 제어신호와 수평/수직 편향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평/수직 편
향부(16)와, 상기 CRT(12)에 부착되고, 상기 수평/수직 편향 제어신호에 따라, 전자빔의 수평/수직 편향을 위한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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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흘려주는 편향 요크 (DY,deflection yoke)와, 상기 콘버전스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콘버전스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보정파형 발생기(17)와, 상기 보정신호를 입력하여 증폭된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콘버전 증폭기(18)와, 상기 CRT(1
2)에 부착되고, 상기 증폭된 보정신호에 따라, CRT로부터 출력되는 전자빔이 퍼지지 않도록 전류를 흘려주는 CY와, 
상기 CRT(12)로부터 출력되는 전자빔을 입사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광학계(15)로 구성된다.
    

    
상기 종래 기술에 따른 왜곡보정장치는, 컨버젼스 요크(convergence yoke, CY)와 편향요크(deflection yoke, DY)
와 같은 코일 뭉치들을 CRT에 설치하고, 상기 CY에 수평/수직 방향의 적절한 보정 전류를 인가하여(전류의 세기를 조
절) 전자빔의 경로를 조정함으로써, 광학적 왜곡을 보정하고 색신호의 컨버젼스를 조절한다. 곧, RGB CRT로부터 출력
되는 전자빔을 조절하기 위하여, RGB CRT렌즈의 각각에 대해 편향 조절 전류를 만든 다음, 그 전류를 크게 증폭시켜
 컨버젼스 요크에 인가함으로써, 스크린에 랜딩(Landing)되는 전자빔이 퍼지지 않고 한 곳에 일치하도록 제어한다.
    

그러나, 상기 왜곡보정장치는, 프로젝션 TV에서 발생하는 영상의 왜곡이 비선형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컨버젼스 요크
에 가해주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비선형성을 갖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야 하고, 상기 전류를 증폭을 위한 앰프를 가
지고 있어야 하며, 까다로운 연산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전류를 조절함에 따라 전자빔의 랜딩을 변화시켜 왜곡을 보정하는 종래의 프로젝션 TV는, 상기 왜곡보정장치들
에 의하여 왜곡이 보정되어 출하되었다고 해도, 상기 왜곡보정장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 열화, 온도 변화, 지
자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그 성능이 계속해서 나빠진다. 또한, 한번 왜곡이 발생된 프로젝션 
TV는 그 왜곡을 보정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발명의 주목적은 컨버젼스 요크(convergence yoke, CY)를 이용하지 않고 왜곡을 보정하여 원래의 영상을 출력하도
록 영상표시기기를 조절하는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 보정장치 및 보정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발명의 다른 목적은 컨버젼스 요크를 이용하지 않고 왜곡을 보정하여 원래의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표시기를 제공하
는 데 있다.

본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컨버젼스 요크를 이용하지 않고 왜곡을 보정하여 원래의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표시기의 영상
왜곡보정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발명에 따른 영상왜곡 보정장치는,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스크린에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표시기기에서 발
생하는 영상왜곡을 보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소정의 기준영상을 생성하는 기준영상 생성부와, 상기 기준영상을 입력하
여 상기 스크린에 출력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촬영된 영상과 상기 기준영상 생성
부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영상 비교하여, 왜곡이 있으면 상기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왜곡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촬영
된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왜곡정보 추출부를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본발명에 따른 영상왜곡보정 방법은, 소정의 기준영상과 상기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스크린에 왜곡되어 표시되는 왜곡된
 영상으로부터 왜곡 매개변수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상기 왜곡된 영상을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는, 외부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영상신호로 처리하는 영상처리부와, 상기 영상
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역왜곡(prewarping)하는 역왜곡처리부와, 상기 역왜곡된 영상을 입력하여 왜곡되
지 않은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부를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 4 -



공개특허 특2001-0062211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보정 방법은, 사전에 설정된 왜곡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을 역왜곡
 영상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된 영상과 같은 영상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발명은 필드(Field) 또는 프레임(Frame)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신호가 CRT의 렌즈로부터 스크린에 투사되
면서 겪는 왜곡을 고려하여, 스크린에 투사될 영상을 미리 왜곡시켜, 상기 스크린에 투사함으로써 원래의 영상을 표시
하는 왜곡보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4는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왜곡보정정보를 검출하여 영상왜곡을 보정하는 영상왜곡정보 보정장치를 나타
낸 구성도로서, 왜곡된 영상을 보정하여 출력하는 영상표시기기(200)와 왜곡된 영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왜곡정
보를 추출하여 왜곡보정메모리에 기억시키는 왜곡정보 추출장치(201)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기 영상표시기기, 예를 들어, 프로젝션 TV(200)는, 신호원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처리하여 영상신호와 수평
/수직 동기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처리부(23), 상기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입력받아 컨버전스 제어신호와 수평/수직 편
향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평/수직 편향부(21)와, 상기 영상처리부(23)로부터 출력되는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를 저장
하는 제 1프레임 메모리(24-1), 앞으로 설명하게 될 왜곡정보 추출장치(201)에 포함된 왜곡 정보 추출부(29)로부터
 왜곡보정정보를 저장하는 왜곡보정 메모리(24-4)와, 상기 왜곡보정메모리(24-4)에 저장된 왜곡보정정보를 이용하
여,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1)에 저장된 영상을 역왜곡 시키는 제어부(24-2)와, 상기 제어부(24-2)에 의해서
 역왜곡된 영상을 저장하는 제 2프레임 메모리(24-3)와,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24-3)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자빔을 출력하는 CRT(25)와, 상기 CRT(29)에 부착되고 상기 CRT(29)로부터 출력되는 전자빔을 조절하
는 편향 요크[Dflection Yoke, DY(25-1)]와, 상기 DY(25-1)에 의하여 조절되는 전자빔을 입력하여 확대된 영상을
 표시하는 광학계(26)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프로젝션 TV(200)는, 왜곡정보 추출시에 필요한 소정의 기준영상을 입
력할 수 있도록 상기 영상처리부(23) 이전에 설치되는 스위치(22)를 더 포함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프로젝션 TV(200)의 영상왜곡보정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왜곡
 정보 추출장치(201)는, 상기 프로젝션 TV(200)의 스위치(22)에 소정의 기준영상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기준영상 생
성부(28)와, 상기 기준영상을 입력한 상기 영상표시기기(200)가 상기 광학계(26)로부터 상기 기준영상을 출력하면,
 상기 광학계(26)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27)와, 상기 카메라(27)로부터 상기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
된 영상과 상기 기준영상 생성부(28)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상기 촬영된 영상과 상기 기준영상을 비교
하여 왜곡보정정보를 생성하는 왜곡정보 추출부(29)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발명에 따른 왜곡정보 추출장치(201)가 프로젝션 TV(200)의 영상 왜곡 정보를 추출하고, 상
기 왜곡정보를 바탕으로, 왜곡보정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을, 도 5 도 7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왜곡보정정보 생성방법은, 프로젝션 TV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이 결합된 영상
이기 때문에,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왜곡을 완전히 보정한 상태에서 다른 왜곡보정정보를 구하거나, 도 5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왜곡을 동시에 보정하면서 두 개의 왜곡보정정보를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상기 두 개의
 왜곡보정정보를 구한다.

도 5a는 왜곡보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기준영상 생성부(28)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준영상(격자영상)을 프로젝션 TV의 스위치(22)에 출력
하면, 상기 기준영상은 상기 스위치(22), CRT (25) 및 광학계(26)를 거쳐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되어,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광학계(26)의 스크린(그리지 않음)에 디스플레이 된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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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광학계(26)의 스크린 앞에 정렬된 카메라(27)는 상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왜곡된 기준영상을 촬영하
여 상기 왜곡 정보 추출부(29)에 출력한다 (S2).

    
상기 왜곡 정보 추출부(29)는 상기 왜곡된 기준영상과 상기 기준영상 생성부(28)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영상을 입력하
여 비교하고, 상기 왜곡된 기준영상에 키스톤 왜곡이 있는지 판단하여 (S3), 키스톤 왜곡이 있으면, 키스톤 왜곡 매개
변수를 추출한다(S4). 상기 추출된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는 상기 왜곡보정메모리(24-4)에 저장되고,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왜곡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부(24-2)는 상기 제 1프레임메모리(24-1
)에 있는 영상을 워핑하여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24-3)에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24-3)는, 상
기 CRT(25)와 광학계(26)을 통하여, 키스톤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을 디스플레이하게 한다 (S5,S6)
    

상기와 같은 단계(S1 ~ S6)를 계속 반복하여 키스톤 왜곡이 추출되지 않을때까지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갱신한다.

    
상기와 같은 단계 (S1 ~ S6)가 반복되어, 키스톤 왜곡이 추출되지 않으면,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스톤 왜곡이
 없고 핀쿠션 왜곡만 있는 기준영상이 출력된다. 상기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기 도 6c
에 도시된 핀쿠션 왜곡이 있는 기준영상이 카메라(27)에 의하여 촬영되어 출력되면, 상기 왜곡 정보 추출부(29)는 상
기 왜곡된 기준영상과 상기 기준영상 생성부(28)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비교하고, 상기 왜곡된 기준영
상에 핀쿠션 왜곡이 있는지 판단하여 (S7), 핀쿠션 왜곡이 있으면,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한다(S8). 상기 추출
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는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에 저장되고,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왜곡매개변수를 입력한 제어부(24-2))는, 상기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
-1)에 있는 영상을 워핑하여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24-3)에 출력시킨다. 그러면,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24-3)
는, 상기 CRT와 광학계을 통하여, 상기 핀쿠션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을 디스플레이 하게 한다(S9,S10).
    

상기와 같은 단계(S1,S2,S3,S7,S8,S9,S10)를 계속 반복하여 핀쿠션 왜곡이 추출되지 않을 때까지 핀쿠션 왜곡 매개
변수를 갱신한다.

따라서,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이,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준
생성부에서 입력된 기준영상과 같게된다.

한편, 도 5a에 설명된 왜곡보정정보 추출방법은, 먼저 하나의 왜곡 왜곡을 완전히 보정한 후에, 다른 왜곡을,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되는 영상의 좌표를 측정하여야만 정확한 매개변수가 구한다. 예를 들어, 키스톤 (또는 핀쿠션) 왜곡 매개
변수를 구하려면, 먼저 핀쿠션 (또는 키스톤) 왜곡이 완전히 보정된 상태에서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의 좌표를
 측정하여 키스톤 (또는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의 왜곡이 완전히 보정된 상태에서 좌표를 추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기 하나의 왜곡 보정을 대
략적으로 수행한 후, 다른 왜곡의 매개변수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이전에 구해진 왜곡 보정 매개변수들을 갱신하
는 방법이 이용된다. 이를, 도 5b와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b는 왜곡보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프로젝션 TV 스크린에서 키스톤 왜곡은 스크린 전체에 균일하게 존재하지만, 핀쿠션 왜곡은 스크린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이 커지기 때문에, 스크린의 중심 부분에서 좌표를 뽑아 왜곡 정도가 측정될 경우, 키스톤 왜곡은 균일
하게 존재하지만 핀쿠션 왜곡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스크린 중심부분에서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는, 핀
쿠션 왜곡이 완전하게 보정된 상태에서 구해지는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에 가깝게 구해진다.

상기 대략적인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가 구해지면, 이를 이용하여 키스톤 역왜곡 영상을 생성하여 키스톤 왜곡을 보정한
 다음에 스크린에 출력한다. 이때, 상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은 키스톤 왜곡이 어느 정도 보정된 영상으로서
, 상기 영상에서 소정의 좌표를 추출하면 대략적인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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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략적으로 구해진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핀쿠션 왜곡을 보정하면, 이전에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영
상에 포함된 핀쿠션 왜곡보다 더 줄어든 핀쿠션 왜곡이 포함된 영상이 디스플레이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상기 더 정확하게 구해진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왜곡 보정을 수행하면, 이전 단계에서 구해진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보다 더 정확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이 완전히 보정될 때까지,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을 반복하여 보정함으로써
, 최종적으로 키스톤 왜곡보정정보와 핀쿠션 왜곡보정정보를 구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영상 생성부(28)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준영상(격자영상)을 프로젝션 TV의 스위치(22)에 출력
하면, 상기 기준영상은 상기 스위치(22), CRT (25) 및 광학계(26)를 거쳐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되어,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광학계(26)의 스크린(그리지 않음)에 디스플레이 된다 (S11).

이때 상기 광학계(26)의 스크린 앞에 정렬된 카메라(27)는 상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왜곡된 기준영상을 촬영하
여 상기 왜곡 정보 추출부(29)에 출력한다 (S12).

상기 왜곡 정보 추출부(29)는 상기 왜곡된 기준영상과 상기 기준영상 생성부(28)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영상을 입력하
여 비교하고, 상기 왜곡된 기준영상에 키스톤 왜곡이 있는지 판단하여 (S13), 키스톤 왜곡이 있으면, 왜곡 매개변수를
 처음으로 추출하거나 이전에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했는 지 판단한다 (S14).

왜곡 매개변수를 처음으로 추출하거나 이전에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했으면,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하여(
S15), 상기 추출된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에 저장한다 (S16).

    
그러면, 상기 제어부(24-2)는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1)에 있는 영상을 워핑하여 상기 제2 프레임 메모리(24-3)에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제 2프레
임 메모리(24-3)는, 상기 CRT(25)와 광학계(26)을 통하여, 키스톤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을 디스플레이하게 하고
(S17), 상기 카메라(27)는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키스톤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을 촬영하여 왜곡정보추출부
(29)에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한다(S12).
    

그러면, 상기 왜곡정보추출부(29)는 상기 카메라(27)로부터 키스톤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키스톤 왜곡
이 있는 지 판단하여, 키스톤이 있으면 첫번째 추출이거나 이전에 단계에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했는 지 판단
하여, 첫번째 추출이거나 이전에 단계에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했으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계들 (S15,
 S16, S17, S12)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첫번째 추출이거나 이전에 단계에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하지 않았으면, 또는 키스톤 왜곡이 없으
면, 상기 촬영된 영상에 핀쿠션 왜곡이 있는 지 판단하여 (S18), 핀쿠션 왜곡이 있으면,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
하고(S20), 상기 추출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상기 왜곡보정메모리(24-4)에 저장한다 (S21).

    
그러면, 상기 제어부(24-2)는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1)에 있는 영상을 워핑하여 상기 제2 프레임 메모리(24-3)에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24-3)는, 상기 CRT(25)와 광학계(26)을 통하여, 핀쿠션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을 디스플레이
하게 하고(S22), 상기 카메라(27)는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핀쿠션 왜곡이 보정된 기준영상을 촬영하여 왜곡
정보추출부(29)에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한다(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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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핀쿠션 왜곡이 있는지 판단하여 핀쿠션 왜곡이 없으면, 다시 키스톤 왜곡이 있는 지 판단하여 (S19), 키스
톤 왜곡이 있으면, 키스톤 왜곡 매개션수를 추출하고, 상기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키스톤 왜곡보정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하며, 키스톤이 왜곡이 보정된 영상을 출력하는 단계를 수행한다(S15, S16, S17).

반면에, 키스톤 왜곡이 있는 지 판단하여 (S19), 키스톤 왜곡이 없으면, 상기 키스톤 왜곡보정정보와 핀쿠션 왜곡보정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마친다.

따라서, 도 5a와 도 5b에 도시된 왜곡보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소정의 영상표시기기에서 발생되는 왜곡정보를 추
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왜곡보정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왜곡보정정보 추출방법은,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와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만을 구하여, 상기 왜곡보정메모리(24-
4)에 저장하고, 제어부는 상기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와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만을 이용하여 상기 제1프레임 메모리(2
4-1)에 저장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워핑한다. 따라서,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
를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저장용량의 메모리가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기 제어부(24-2)는 왜곡 매개변수들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에 저장되는 왜곡보정정보는, 상기 왜곡 매개변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화소 매핑 정보(pixel mapping information)일 수 있다. 이때 ,상기 화소 매핑 정보는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큰 용량의 왜곡보정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상기 제어부(24-2)가 상기 화소 매핑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을 워핑하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 워핑 처리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진다.

상기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을 각각 보정하여 키스톤 왜곡 보정정보와 핀쿠션 왜곡 보정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키
스톤 왜곡 매개변수와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키스톤 왜곡의 수학적 모델링과 핀쿠션 왜곡의 수학적 모델링
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키스톤 왜곡의 수학적 모델링

상기 키스톤 왜곡은 그 특성에 따라, 잘 알려진 투시변환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모델링된다. 곧, 상기 투시변환은 평행
 이동(translation), 회전 이동(rotation), 확대/축소(scaling)과 같은 변환 뿐만 아니라 사각형을 임의의 사각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변환으로서, 상기 키스톤 왜곡의 특성을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수학적 변환이다.

먼저, (U,V)를 원영상의 좌표, (X', Y', Z')를 임시좌표, (X,Y)를 왜곡된 영상의 좌표라 두면, 키스톤 모델링은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

여기서,                 이고, X="X'/Z'이며," Y="Y'/Z'" 이다.

하지만 TV 스크린에서 왜곡된 좌표를 추출하여 직접 왜곡 매개변수를 구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TV 스크린에 존재
하는 키스톤 왜곡을 평행 이동, 확대/축소, 사각형 변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여러 변환의 조합으로 나눈 뒤, 각각의 변환
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구함으로써 전체적인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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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스크린에 나타나는 키스톤 왜곡은, RGB 중심이 어긋나 있는 왜곡과 직사각형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왜곡으로
 세분되고, 상기 왜곡들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TV 스크린에서 좌표를 추출할 때, 스크린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하고, RGB 세 영상의 중심을 맞추면 왜곡
 매개변수를 추출하기가 쉽다. 따라서, 먼저 평행 이동의 역변환을 통해 RGB 세 영상의 중심을 맞춘 뒤, 기울어져 있는
 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왜곡의 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RGB 영상의 중심 이동에 관여하는 매개변수를 K1 이라고 정하고, 직사각형 영상을 기울이는 왜곡을 K2 라고 
정하면, 전체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는 다음 식(2)와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2

중심을 이동하기 위하여, 소정의 변환(예를 들어, 아핀변환)에 의하여 영상을 평행 이동하면, 구해야 하는 변수는 2개
가 된다.

따라서 한 쌍의 좌표 쌍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스크린의 중심 좌표와 TV 스크린에 나타난 왜곡된 영상의 중심 좌표를
 구한 후, 두 점 사이의 변위를 측정하면 쉽게 그 왜곡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의 중심 좌표가 (C

x , Cy ) 라고 하고, 왜곡된 영상의 중심좌표가 (m,n)이라고 하면, 스크린의 중심좌표가 평행 이동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중심 이동의 왜곡 매개변수는 다음 식 (3)과 같이 된다.

수학식 3

중심 이동의 왜곡 매개변수를 구한 후, 이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역변환을 수행하면 RGB 세 영상의 중심이 일치하
게 된다. 곧, 직사각형 왜곡의 매개변수를 추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역변환시킴으로써 키스톤 왜곡을 보정한다. 직사각
형 왜곡의 경우는 투시 변환에 해당하므로 해당하는 8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4쌍의 좌표쌍 추출이 필요하다.

TV 스크린에서 좌표를 추출할 때, 실제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왜곡된 영상이다. 하지만 왜곡
 매개변수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구해야 할 좌표 쌍은 왜곡된 영상의 좌표 뿐만 아니라 왜곡이 되기 전의 영상의 좌표까
지 포함한다. 따라서 왜곡된 영상을 이용하여 왜곡되기 전의 영상의 좌표를 유추해야 한다.

    
도 8은 키스톤 왜곡 영상에서 좌표를 추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바와 같이, 영상의 중
심을 스크린의 중심과 일치시킨 후, 스크린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축을 만든다. 이 두개의 축과 실제 스크린에 나타
난 영상과의 교점을 추출한 후, 이 점을 이용하여 가상의 직사각형을 만든다. 이 가상의 직사각형을 키스톤 왜곡이 일어
나지 않은 원 영상이라고 가정한 후에 네 개의 꼭지점의 좌표를 추출하고, 실제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의 네 꼭지점의 좌
표를 추출하면 네 쌍의 좌표 쌍을 얻을 수 있다.
    

식 (1)를 이용하면 왜곡되기 전의 좌표(U,V)와 왜곡 후의 좌표(X,Y)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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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X와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수학식 5

이다.

식 (5)를 이용하여 8개의 매개변수 (k 11 , k12 , Λ, K32 )는 이전에 4개의 좌표 쌍이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고 전제하
면,

상기 4개의 좌표 쌍을 식 (5)에 대입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면 8개의 식이 나오게 된다. 이를 행렬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6)과 같이 유도된다.

수학식 6

따라서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들(k11 , k12 ,..., k32 ) 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 (6)식의 우변에 있는 8 × 8 행렬의 역행
렬을 이용하여 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때, 8 ×8 행렬의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므로 (6)식은 (7)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7

따라서, 키스톤 왜곡이 수학적으로 모델링되고,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다.

한편,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는 한번에 추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갱신하여 정확한 왜
곡 매개변수로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구해진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역변환을 통해 왜곡을 보정한 후, 다시 좌
표를 추출하여 새로운 왜곡 매개변수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먼저 구해진 왜곡 매개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정확한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먼저 구해진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M이라고
 하고, 추가되는 키스톤 왜곡 매개변수를Madd add 이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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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8

와 같은 형태로    은 갱신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나타난다.

여기서 식 (8)에서 M 은 투시 변환 행렬을 나타내는데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M (3,3) 은 항상 그 값이 1로 정규화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해진 의 값이 1이 아닐 경우, 그 값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정규화해야 비로소 정확한 키스톤 왜
곡 매개변수가 구해진다.

2) 핀쿠션 (Pincushion) 왜곡 모델링

일반적으로 핀쿠션 왜곡은 스크린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하,좌우 대칭의 특징되는 특징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왜곡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특징을 갖는다.

원 영상의 좌표를 (U,V), 왜곡된 영상의 좌표를 (X,Y) 라 하면, 핀쿠션 왜곡은 영상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학식 9

라고 두면, 왜곡된 영상의 좌표 (X,Y)는 다음과 같이 거리에 관한 함수로 표현된다.

수학식 10

이때, K0 , K2 를 제외한 다른 매개변수들은 실제로 프로젝션 TV에서 발생하는 핀쿠션 왜곡을 모델링하는데 크게 기여
하지 못한다. 따라서 식 (10)는 다음과 식(11)과 같이 간략화될 수 있다.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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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0 는 핀쿠션 왜곡에서 영상의 확대/축소에 관계되는 매개변수로서, K0 가 0보다 클 경우는 영상이 확대되는 왜
곡을 나타내며,K0 가 0보다 작을 경우는 축소되는 왜곡을 나타낸다. 또한, K2 는 직선이 휘어지는 왜곡에 관계하는 매개
변수로서, K2 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직선이 오목하게 왜곡되며, K2 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볼록하게 왜곡된다. 일반적
으로 K0 와K2 는 그 절대값이 각각 10-2 ~ 10-3 와 10-6 ~ 10-7 의 범위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도 7b에 도시된 바
와 같이, K0

u="K0
v="0.01과" K2

u="K2
v="2.5"     10-6 의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가지는 왜곡 영상을 나타낸다

.

식 (11)에서 볼 수 있듯이 핀쿠션 왜곡 모델링에서 결정되어야 할 매개변수는 K 0
u , K2

u , K0
v , K2

v와 같이 네 개이다
. 따라서 2쌍의 좌표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 (11)를 다시 쓰면 다음와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수학식 12

수학식 13

이 때,    ,    는 각각 U-Ucenter , V-V center 를 의미한다.

왜곡 매개변수인 K0
u , K2

u , K0
v , K2

v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왜곡 전,후의 좌표 쌍이 추출되었다고 하자.

수학식 14

위의 값을 식 (12)와 (1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15)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수학식 15

따라서 등식의 우변에 있는 4    4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여 K0
u , K2

u , K0
v , K2

v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식 (1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수학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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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구하면 정확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 값의 약 70% ~ 80%만 근
접할 뿐,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왜곡 매개변수 값을 구한 후, 그 값을 계속해서 정확한 값에 가
깝도록 갱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하지만 식 (11)에서 알 수 있듯이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는 하나의 식에 2개의 매개변수가 존재하므로 상기 2개의 매개
변수를 한꺼번에 갱신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따라서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구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
계에서 세부 매개변수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체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를 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핀쿠션 왜곡은 영상의 확대/축소와 직선이 곡선으로 휘어지는 두 가지의 왜곡이 존재한다.

먼저 직선이 곡선으로 휘어진 뒤, 영상이 확대/축소되는 왜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a) 직선의 휘어짐에 관련된 매개변수는

수학식 17

수학식 18

(b) 확대/축소에 관련된 매개변수는

수학식 19

수학식 20

이다.

여기서, C1 , C2 와 식 (11)의 핀쿠션 왜곡 모델링의 K 0 ,K2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 식(21),(22 )과 같다.

수학식 21

수학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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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K0 와 K2 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구한 후, 상기 값들을 각각 (21)와 (22)에 대입하여 C 1

과 C2 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다음에 설명할 방법을 이용하여 C1 과 C2 를 정확한 값으로 갱신한 후, 최종적인 핀쿠션 왜곡 매개변수(K0 와 K2

)를 구할 수 있다.

(b-1) 1단계 핀쿠션 왜곡 보정 [먼저 직선의 휘어짐에 관련된 왜곡 매개변수(C 1
u ,C1

v)를 갱신하는 방법]

상기 1단계 왜곡 보정 알고리즘은 C1
u과 C1

v을 계속해서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왜곡 보정을 수행
함으로써 휘어진 라인이 직선으로 보정될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라인이 직선이냐 직선이 아니냐를 검출하기
 위해 하나의 직선 위의 점들을 항상 그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따라서 하나의 직선에서 최소한 세 개의
 좌표를 추출하여 각 점 사이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각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게 될 때,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 즉, 추출된 세 점을 각각 (x 0 , y0 ), (x 1 , y1 ), (x 2 , y2 ) 라 고 두면,                의 관계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C1

u와 C1
v를 갱신시킨다.

C1
u와 C1

v를 갱신하는 식은 다음에 나타내었다.

수학식 23

수학식 24

여기서 C1
u와 C1

v의 값으로 왜곡 보정을 수행했을 때, 오목한 왜곡이 존재한다면 Δ1 의 부호는 양수로 설정하고, 볼록
한 왜곡이 존재한다면 Δ1 의 값은 음수로 설정한다.

(b-2) 2단계 핀쿠션 왜곡 보정 (C 2
u와 C2

v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과정)

상기 2단계 왜곡 보정 알고리즘은 C2
u와 C2

v를 계속해서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왜곡 보정을 수행
함으로써 확대/축소된 영상을 스크린에 맞게 그 크기가 결정될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영상이 스크린에 알맞은
 크기냐 아니냐는 영상의 최외곽 라인과 스크린의 가장 자리와의 거리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 (25)와 (26)는
 를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는 관계식을 나타낸다.

수학식 25

수학식 26

이 때, 보정된 영상의 최외곽 라인이 스크린보다 작게 나타나면 Δ2 의 부호가 음수이며, 크게 나타나면 Δ2 의 부호가 
양수로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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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본발명에 따른 왜곡보정장치에 의하여 왜곡보정정보를 추출하방법은, 도 5a와 같이, 키스톤 왜곡보정정보
를 구한 다음에 핀쿠션 왜곡보정정보를 구하는 순서대로 설명했지만, 키스톤 왜곡보정정보를 구한 다음에 핀쿠션 왜곡
보정정보를 구하는 도중에 키스톤 왜곡이 검출되면 키스톤 왜곡보정 정보를 다시 구하여 이전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본발명에 따른 왜곡보정장치에 의하여 왜곡보정정보를 구하는 방법은, 도 5b와 같이,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
이 동시에 존재하는 입력영상을 입력하여, 먼저 어느 하나의 왜곡, 예를 들어 핀쿠션 왜곡을 보정하여 핀쿠션 왜곡을 제
거한 상태에서, 키스톤 왜곡보정정보를 구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이 있는 입력영상을 입력하
여 키스톤 왜곡을 보정하여 키스톤 왜곡을 제거한 상태에서, 핀쿠션 왜곡보정정보를 구한다. 곧, 키스톤 왜곡정보와 핀
쿠션 왜곡정보를 번갈아가면 구한다.
    

    
도 9는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구성도로서, 신호원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처리하여 영상신호와 수평/수직 동기
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처리부(23), 상기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입력받아 컨버전스 제어신호와 수평/수직 편향제어신호
를 출력하는 수평/수직 편향부(21)와, 상기 영상처리부(23)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미리 역왜곡(prewarping)하
여 역왜곡된 영상을 출력하는 역왜곡처리부(prewarping unit)(24)와, 상기 역왜곡된 영상을 입력하여 전자빔을 출력
하는 CRT(25)와, 상기 CRT(29)에 부착되고, 상기 수평/수직 동기신호에 따라 상기 CRT(29)로부터 출력되는 전자
빔을 조절하는 편향 요크(Dflection Yoke, DY(25-1))와, 상기 DY(25-1)에 의하여 조절되는 전자빔을 입력하여 확
대된 영상을 표시하는 광학계(26)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역왜곡처리부(24)는, 상기 영상처리부(23)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영상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저장하는 제
 1프레임 메모리(24-1)와, 상기 영상처리부(23)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영상신호에 발생될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왜곡
보정정보를 저장하는 왜곡보정 메모리(24-4)와, 상기 왜곡보정메모리(24-4)에 저장된 왜곡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상
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1)에 저장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간하여 역왜곡 시키는 제어부(24-2)와, 상기 제어부(2
4-2)에 의해서 역왜곡된 영상을 저장하는 제 2프레임 메모리(24-3)로 구성된다.
    

또한, 왜곡정보 추출시에 필요한 소정의 기준영상을 입력할 수 있도록 상기 영상처리부(23) 이전에 설치되는 스위치(
22)를 더 포함한다.

한편, 상기 왜곡보정메모리(24-4)는 외부로부터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단자(24-5)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위치
(22)는 상기기준영상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단자(22-1)을 더 포함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의 동작을, 도 10 - 도 12 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는,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의 영상 (I1)을 입력하여 스크린에 출력하면, 키스톤
 왜곡이 있는 영상 (I2)가 출력된다. 따라서, 상기 키스톤 왜곡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 4와 도 5a와 5b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상기 키스톤 왜곡을 분석한 다음에, 상기 원래의 영상이 키스톤 왜곡을 거치기 전에, 상기 원래의 영상을 키스
톤 역왜곡시킨 영상(I3)을 생성하고, 상기 키스톤 역왜곡된 영상(I3)을 키스톤 왜곡을 일으키는 영상표시기기의 광학
계를 거치도록 하면, 키스톤 왜곡이 보정된 영상(I4)가 출력된다. 따라서, 상기 키스톤 왜곡이 보정된 영상(I4)은 영상
표기기기에 입력된 원래의 영상(I1)과 같게 된다.
    

    
마찬가지로,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는,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래의 영상 (J1)을 입력하여 스크린에 출력
하면, 핀쿠션 왜곡이 있는 영상 (J2)가 출력된다. 따라서, 상기 핀쿠션 왜곡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 4와 도 5a와 도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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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핀쿠션 왜곡을 분석한 다음에, 상기 원래의 영상이 핀쿠션 왜곡을 거치기 전에, 상기 원래
의 영상을 핀쿠션 역왜곡시킨 영상(J3)을 생성하고, 상기 핀쿠션 역왜곡된 영상(J3)을 핀쿠션 왜곡을 일으키는 영상표
시기기의 광학계를 거치도록 하면, 핀쿠션 왜곡이 보정된 영상(J4)가 출력된다. 따라서, 상기 핀쿠션 왜곡이 보정된 영
상(J4)은 영상표기기기에 입력된 원래의 영상(J1)과 같게 된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예를 들어, 도 1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격자신호)를 입력받은 영상처리부(23)가 영상신호
와 상기 영상신호로부터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1)는 상기 영상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저장한다 (S31).

    
이때, 상기 제어부(24-2)는, 도 4와 도 5a와 도 5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해진 다음에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
4)에 저장된 상기 영상표시기기의 왜곡보정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1)에 저장된 프레임 단위의
 영상데이터를 역왜곡시켜서 출력한다. 곧, 상기 제어부(24-2)는, 상기 왜곡보정 메모리(24-4)에 저장된 왜곡보정정
보를 바탕으로, 상기 제 1프레임 메모리(24-1)에 저장된 프레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간하여, 도 1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스톤 역왜곡시킴과 동시에,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핀쿠션 역왜곡시킨 다음에 생성되는 역왜곡영상
 프레임 데이터를,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 (24-3)에 저장한다 (S32).
    

따라서, 상기 제 2프레임 메모리(24-3)가 상기 입력된 영상신호가 역왜곡되어 생성된 역왜곡 영상 프레임 데이터를 
CRT(25)에 출력하면, 상기 CRT(25)는 전자빔을 광학계(26)에 출력하여 확대된 영상을 출력한다(S33).

이때, 상기 역왜곡된 영상은, CRT(25)와 광학계(26)에 의하여 키스톤 왜곡과 핀쿠션 왜곡됨으로써, 도 11(d)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상기 영상표시기기가 원래 입력한 영상 (도 12a)과 같은 영상이 출력된다 (S34, S35).

여기서, 상기 CRT(26)의 디플렉션 요크(25-1)는, 상기 수평/수직 동기신호를 입력하는 수평/수직 편향부가 출력하는
 수평/수직 편향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CRT로부터 출력되는 전자빔의 방향을 조절하고, 그에 따라 상기 CRT는 광학계
에 확대된 영상을 출력한다.

키스톤 왜곡에 대하여, 키스톤 역왜곡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U,V)를 원 영상의 좌표, (X dis , Ydis )를 왜곡된 영상의 좌표, (Uinv , V inv )를 Pre-Warped 영
상의 좌표라 하면, 식 (1)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수학식 27

수학식 28

수학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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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0

여기서, 식(27)과 (28)는 원 영상 좌표와 왜곡 영상 좌표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29)과 (30)은 원 영상 좌표와 역왜곡
된 영상 좌표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역왝곡된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 영상의 어떤 좌표가 역왜곡된 영상의 화소 좌표로 워핑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곧
, 식 (29)과 (30)에서 U inv 와 Vinv 가 화소 좌표일 때, 어떠한 (U, V)에서 워핑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역왜곡된 영상
의 특정한 화소 좌표를 (Uout , Vout )이라 하고, 상기 좌표를 만드는 원 영상의 좌표를 (U i , V i) 이라 한 다음, 식 (29
), (30)을 다시 쓰면,

수학식 31

수학식 32

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즉, 역왜곡된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방향 변환(K)를 통해서 역왜곡된 영상의 화소 좌표
가 원 영상의 어떤 좌표에서 워핑되었는 지를 알아야 한다.

좌표가 (m,n)일 때 원 영상의 화소 값을 f((m,m))이라 두고, 역왜곡된 영상의 화소 값을 g((m,n))이라 두면, (31)과
 (32)식에서

수학식 33

이 된다.

실제적으로 수행될 작업은 역왜곡된 영상을 만드는 일이다. 즉, 역왜곡된 영상의 화소 값을 알아야 하므로 g((U out , V

out ))을 알아야 한다. 이는 (33)에서 f((U i ,Vi))와 같은 값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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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수인 (Uout , Vout )와 연관되는 원 영상의 좌표 (U i , V i)은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니므로, f((U i , V i))을 구
할 수 없고 따라서 g((U out , Vout )) 값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보간(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역왜곡된 영상의 화
소 값을 구할 수 있다.

핀쿠션 왜곡에 대하여, 핀쿠션 역왜곡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역왜곡된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왜곡된 영상의 화소가 어떤 좌표에서 워핑 되었는가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순반향
 변환 (P)을이용하여 역왜곡된 영상의 화소와 대응하는 원영상의 좌표를 찾아내고, 보간을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역왜곡된 영상의 좌표를 (Uout , Vout )라 하고, 이를 형성하는 원 영상의 좌표를 (U i , V i)이라 
하면, 상기 P 를 거쳐 (U out , Vout )를 형성하므로,

수학식 34

여기서,                                

이다.

상기 관계식을 통해 (Uout , Vout )와 대응되는 (Ui , V i)를 구할 수 있다. 대응하는 좌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
33)을 이용하면 역왜곡된 영상의 화소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U i와 Vi는 일반적으
로 정수 좌표가 아니므로 보간법(예를 들어, 겹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화소 값을 찾아낸다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본발명에 따른 영상왜곡 보정장치 및 보정방법은 영상표시기기마다 왜곡들을 검출하여 정확하게 영상
을 보정하고, 시간이 지나서 왜곡이 발생되는 영상표시기기에 대하여 보정된 영상을 출력하도록 영상표시기기를 교정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에 따른 영상표시기기는 영상왜곡을 검출하여, 영상보정정보를 소정의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영상을 미리 역왜곡시킴으로써, 콘버전스 요크를 이용하지 않고 영상을 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CRT의 콘버전스 요크를 구동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커다란 코일과 증폭기와 같은 아날로그 회로
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간단히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 처리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영상표시기기의 크기
가 훨씬 간단하고, 부피도 작으며, 경제적이다. 또한 아날로그 회로에서 문제가 되는 부품의 노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LCD 프로젝션 TV로의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스크린에 영상을표시하는 영상표시기기에서 발생하는 영상왜곡을 보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소정
의 기준영상을 생성하는 기준영상 생성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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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상기 스크린에 출력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촬영된 영상과 상기 기준영상 생성부로부터 출력되는 기준영상을 비교하여, 왜곡이 있으면
 상기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왜곡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촬영된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왜곡정보 추출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보정정보추출부는

상기 왜곡보정정보를 저장하는 왜곡보정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표시기기는

상기 왜곡보정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보정정보는

왜곡 매개변수들 또는 화소 매핑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장치.

청구항 5.

소정의 기준영상과 상기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스크린에 왜곡되어 표시되는 왜곡된 영상으로부터 왜곡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왜곡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왜곡된 영상을 보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 정보는

상기 기준영상의 소정의 화소의 위치와 상기 화소가 상기 스크린에 표시되는 위치 사이의 변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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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출단계는

상기 기준영상의 소정의 화소의 좌표와 상기 화소가 상기 스크린에 표시되는 좌표 사이의 대응관계를 얻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보정단계는

상기 왜곡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기준영상과 상기 왜곡된 영상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영상을 워핑하는
 단계와,

상기 워핑단계에서 생성되는 왜곡보정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왜곡보정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워핑은

회전, 이동, 확대 또는 축소하는 변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왜곡보정방법.

청구항 10.

외부로부터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영상신호로 처리하는 영상처리부와,

상기 영상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역왜곡(prewarping)하는 역왜곡처리부(prewarping unit)와,

상기 역왜곡된 영상을 입력하여 왜곡되지 않은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표시기기.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역왜곡처리부는

상기 영상신호를 미리 왜곡시켜, 상기 영상신호에 발생될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왜곡보정정보가 저장된 왜곡보정 메모
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기기.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역왜곡처리부는,

상기 영상처리부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저장하는 제 1프레임 메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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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왜곡보정정보에 따라, 상기 제 1프레임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프레임 단위의 영상신호를 보간하여 역왜곡처리하
는 제어부와,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처리부는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을 시험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준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스위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기기.

청구항 14.

사전에 설정된 왜곡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을 역왜곡 영상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된 영상과 같은 영상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표시기기의 영상왜곡보정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왜곡보정정보는

소정의 기준영상과 상기 기준영상을 입력하여 소정의 스크린에 왜곡되는 영상을 비교하여 왜곡 정보를 검출하고, 상기
 왜곡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왜곡된 영상이 상기 기준영상과 같아지도록 보정하여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표시기기의 영상왜곡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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