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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응형 윤곽 상관 보간에 의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주사 방법

요약

  적응형 윤곽 상관 보간에 의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은, 먼저,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가, 필드 데이터를 이루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한다. 다음에, 소정의 픽셀 윈도우들을 설

정하고, 소정 표준 편차 및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 각각의 절대치 중에서 최소값을 계산하고,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1차

에지 방향을 검출한다. 최종적으로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는, 상기 표준 편차, 상기 1차 에지 방향,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

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 값들이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에지 방향을

검출하고, 상기 최종 에지 방향에 대응하는 보간값을 상기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로 출력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순

윤곽 상관 보간 방법에서 나타나는 고주파 잡음이나, 지그재그(zigzag) 현상에 의한 거친 화면 등을 제거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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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에서의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대한 기본이 되는 7 ×3 픽셀 윈도

우 설명을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대한 9 가지 경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경사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 계산의 설명을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대한 최종 에지 결정 조건 설명을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의

한 순차 주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TV 등의 비디오 신호에서, 비월 주사, 즉 인터레이스 스캔(interlace scan) 방식의

비디오 신호를, 순차 주사, 즉, 프로그레시브 스캔(progressive scan) 방식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이다.

  보통, 한국, 일본, 미국 등 국가의 비디오 신호 방식은, 비월 주사 방식이고, HDTV(high definition television) 등에서의

비디오 신호 방식은 순차 주사 방식이다. 따라서,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인터레이스 스캔(interlace scan)

방식의 비디오 신호를 프로그레시브 스캔(progressive scan) 방식의 비디오 신호로 변환시켜 줌으로써, 이들 스캔 방식

상호 간의 비디오 신호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보간 방법 중에서,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은 공간 보간(spatial

interpolation)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필드(field) 데이터들로부터 데이터가 비어있는 중간 라인에 보간된 데이터로 채워

주는 시간적 보간(temporal interpolation) 방법과 다르다. 즉,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은 보통 영

상의 움직임에 의한 필드(field)간 차분값이 커서 필드(field)간 보간을 통한 순차 주사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필드(field)

내에서 데이터가 비어있는 중간 라인에 보간된 데이터로 채워줌으로써 프레임(frame) 데이터를 만드는 공간 보간이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에서의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에서의 공간 보간은, 보간될 중심 픽셀들, 즉, x(i,j)에 대한

3 ×3 픽셀 윈도우들을 설정하고, 데이터가 비어있는 중간 라인의 데이터로 될 각각의 중심 픽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

간된 픽셀 데이터, 즉, (i,j)를 계산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때에는 대각선 방향이 수평 라인에 대하여 45도의 각도를 이루

므로, 45도 이상의 경사에 대하여만 윤곽 방향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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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과 같은, 3 ×3 픽셀 윈도우에 대한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학식 1]

에 따라 [수학식 2]와 같이 보간된 픽셀 데이터, 즉, (i,j)이 계산된다.

  

수학식 1

  

수학식 2

  [수학식 1]에서 a, b, 및 c는 중심 픽셀 x(i,j) 주변의 방향성 휘도 차이 값들의 절대치이다. 이에 따라, 윤곽 상관 보간

(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은 가장 상관도가 높은 방향을 윤곽으로 보아 보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때 상관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방향성 휘도가 가장 작은 변화값을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학식 2]와 같이 방향성 휘도 차이 값들의

절대치 중에서 최소값을 갖는 방향으로 보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의한 순차 주사 방법에서는, 대부분의 영

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고주파 성분이 많은 복잡한 무늬, 즉, 텍스쳐(Texture) 영역에서는 방향성 없는 윤곽 보간

으로 인한 고주파 잡음이 발생하여 필드(field)내 단순 선형 보간에 의한 순차 주사 방법에 비해서도 화질이 더 나쁘게 저하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의한 순차 주사 방법에서는, 3

×3 픽셀 윈도우에 의한 보간의 수행으로 수평 라인에 대하여 45도 이상의 경사에 대하여만 윤곽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45도 이하의 저 경사 영역에서는 방향성 보간이 고려되지 못하여 단순 선형 보간만이 수행되므로, 윤곽선이 지그재그

(zigzag)로 거칠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45도 이하의 저 경사 영역에서도 방향성 윤곽 보간이 이루어지고, 고주

파 텍스쳐(Texture) 영역에서는 필드(field)내 단순 선형 보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응형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의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은,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의한 공간 보간을 수행하여 비월 주사 방식의 필드(field) 데이터를 입력받아 순차 주사 방식

의 프레임(frame)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은, 먼저,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가, 필드(field) 데

이터를 이루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한다. 다음에,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서, 상기 필드(field)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가 비어있는 라인에 대한 보간될 중심 픽셀들 각각

에 대한 소정의 픽셀 윈도우들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픽셀 윈도우들 각각에서 중간 라인 이외의 픽셀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 및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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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 각각의 절

대치 중에서 최소값을 계산하고, 상기 소정 방향들 중에서 상기 최소 값에 대응하는 방향을 경사 방향으로 결정한다.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표준 편차,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 및 상기 경사

방향이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1차 에지 방향을 검출한다.

  최종적으로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표준 편차, 상기 1차 에지 방향,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

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 값들이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에지 방향을 검출하

고, 상기 최종 에지 방향에 대응하는 보간값을 상기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소정의 픽셀 윈도우는, 첫째 라인의 픽셀 데이터들 각각이 G, H, A, B, C, L, M이고, 셋째 라인의 픽셀 데이

터들 각각이 N, P, D, E, F, Q, S이며, 상기 1차 에지 방향에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라인

의 데이터들 각각은 T, U, V, W, X, Y, Z인 7 ×3 윈도우일 때, 상기 소정 방향들은 9 가지이고,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 상기 절대치, 상기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 상기 1차 에지 방향,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값들, 상기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최종 에지 방향이 소정

수학식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각각은, 수학식,

  

  에 의하여 계산되고, 상기 절대치는, 수학식

  

  에 의하여 계산되며, 상기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은, 수학식

  

  에 따라, 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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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값들 각각은, 수학식

  

  

  

  

  에 의하여 계산되며, 상기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과 상기 보간값은, 수학식,

  

  

  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은, 방향성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 결정

에 이용되고, 상기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최종 에지 방향은 소정의 고주파 텍스쳐 영역에 대하여 단순 선형 보

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경사 방향은, 수평 라인에 대하여 45도 이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

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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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은,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의한 공간 보간을 수행하여 비월 주사 방식의 필드(field) 데이터를 입력받아 순차 주사 방식의 프레임

(frame)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동작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은, 먼저,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가, 필드

(field) 데이터를 이루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한다(S210). 다음에,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윤곽 상

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서, 상기 필드(field)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가 비어있는 라인에 대한 보간될 중

심 픽셀들 각각에 대한 소정의 픽셀 윈도우들, 즉, 7 ×3 픽셀 윈도우들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픽셀 윈도우들 각각에서

중간 라인 이외의 픽셀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 및 소정 방향들, 즉, 9가지 경사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

을 계산한다(S220). 이때의 7 ×3 픽셀 윈도우는 보간될 중심 픽셀들이 이웃 픽셀로 재설정됨에 따라 한 픽셀씩(보통 우측

으로, 필요에 따라 좌측으로) 이동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대한 기본이 되는 7 ×3 픽셀 윈도

우 설명을 위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소정의 픽셀 윈도우는, 첫째 라인의 픽셀 데이터들 각각이 G, H, A, B, C, L, M이고, 셋째 라인의

픽셀 데이터들 각각이 N, P, D, E, F, Q, S이며,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는 W인 7 ×3 윈도우이다. 아래에서 기술할 보

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 W 및 데이터가 비어있는 중간 라인의 데이터들 T, U, V, X, Y, Z는 1차 에지 방향에 대응하여 픽

셀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이다. 도 3에서, 외부에서 수신되는 픽셀 데이터는 필드(field) 데이터, 즉,

수평 방향으로 첫째 라인 및 세째 라인 픽셀 데이터이고, 데이터가 비어있는 중간 라인의 데이터들은 보간에 의하여 채워

져야 하는 부분이며,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 W는 보간되어 W'로 된다. 여기서, 상기 표준 편차는 중간 라인 이외의 픽

셀 데이터들, 즉, 첫째 라인의 픽셀 데이터들 G, H, A, B, C, L, M과, 셋째 라인의 픽셀 데이터들 N, P, D, E, F, Q, S의 모

두에 대하여 [수학식 3]과 같이 계산되는 값이다. 즉, [수학식 3]에서, j가 0 ~ 6 일때, x(0,j)은 G, H, A, B, C, L, M이고,

j가 0 ~ 6 일때, x(1,j)은 N, P, D, E, F, Q, S이다.

  

수학식 3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대한 9 가지 경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소정 방향들은 9 가지 경사 방향들, 즉, (0) 방향, (1) 방향, (-1) 방향, (2) 방향, (-2) 방향, (3) 방

향, (-3) 방향, (4) 방향, 및 (-4) 방향을 말한다. 여기서, (0) 방향은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 W의 위아래 데이터(B, E)

가 나타내는 픽셀들을 연결할 때, 수평 방향에 대하여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이다. (1) 방향은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

이터 W의 위아래에서 좌우로 한 픽셀씩 떨어진 데이터(C, D)가 나타내는 픽셀들을 연결할 때, 수평 방향에 대하여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이고, (-1) 방향은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 W의 위아래에서 좌우로 한 픽셀씩 떨어진 데이터(A, F)

가 나타내는 픽셀들을 연결할 때, 수평 방향에 대하여 135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이다. 이와 같이, 나머지 방향들, 즉, (2)

방향, (-2) 방향, (3) 방향, (-3) 방향, (4) 방향, 및 (-4) 방향도, 도 4와 같이 결정되며, 이때에는 수평 방향에 대한 경사 각

도가 같을 때를 한 방향으로 보아 방향을 구성하는 픽셀들이, 4개 또는 6개로 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특히, (4) 방향,

및 (-4) 방향은 수평 방향에 대하여 27도의 각도를 이루는 경사 방향을 나타낸다. 여기서, 위와 같이 7 ×3 픽셀 윈도우를

가정할 때, 27도 각도의 경사 방향까지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이 이루어지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

고, 픽셀 윈도우를 9 ×3, 또는 11 ×3 등으로 하여 경사 방향이 더 작게되면, 더 정교한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이 이루어진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경사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계산의 설명을 위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경사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각각은, 9가지 경사 방향

을 구성하는 픽셀 데이터들 사이의 차이값으로서, [수학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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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한편,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가 상기 표준 편차 및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을 계

산한(S220) 다음,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각각의 절대치 중에서 최소값을 계산하고

(S230), 상기 소정 방향들 중에서 상기 최소값에 대응하는 방향을 경사 방향으로 결정한다(S240). 이에 따라, 상기 디인터

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표준 편차,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및 상기 경사 방향이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1차 에지 방향을 검출한다(S250).

  여기서, 상기 절대치는, [수학식 4]로부터 [수학식 5]와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경사 방향을 구성

하는 픽셀들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2개 이상의 차이값들의 절대치를 평균한 값이 절대치로 된다.

  

수학식 5

  상기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은, [수학식 5]로부터 [수학식 6]과 같이 최소값을 계산함으로써,

[수학식 7]과 같이 된다.

  

수학식 6

  

수학식 7

  

  [수학식 7]과 같이, 상기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은, 일반적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과 유사하지만, 표준 편차 등에 의한 가중 조건을 두고, 최저 27도의 경사 방향까지 고려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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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이 수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과 다르다. 즉, [수학식 6]에 따라 최소값으로 되는 방향을 경사 방향으로 하지만, 이에 가중 조

건, 즉, 그 최소값 방향에 대하여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픽셀 데이터들 사이의 차이값들에 대한 절대치가 표준 편차보다

클때에 1차 에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 (-1) 방향인 af 방향이 1차 에지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0) 방향

의 be 및 (1) 방향의 cd의 절대치 값이 표준편차보다 커야한다. 이외에도, [수학식 7]과 같이 위의 최소값 방향에서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픽셀 데이터들 사이의 차이값들{(-1)방향의 경우에, (0) 방향의 be 및 (1) 방향의 cd 등}이 같은 부호를

가지는지를 조사하는 부호 조사의 가중 조건을 두었다. 여기서, 부호 조사는 픽셀 데이터들의 기울기 방향이 같은지를 판

단하는 것으로서, 위의 최소값 방향에서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픽셀 데이터들은 최소값 방향(에지 방향)을 교차해서 지나

야 하기때문에, 반대 방향에 놓여있는 픽셀 데이타들 사이의 차이 값들{(-1)방향의 경우에, (0) 방향의 be , (1) 방향의 cd

등}의 MSB(most sigificant bit)는 같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부호 조사는 위의 최소값 방향에서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픽

셀 데이터들의 기울기 방향이 같지 않을 때, 즉, 휘도 변화가 심한 복잡한 무늬나 에지 등에서는, [수학식 7]과 같이 1차 에

지 방향을 (0) 방향으로 함으로써, 정밀하지 않은 보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주파 잡음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표준 편차, 상기 1차 에지 방향,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

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값들이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에지 방향을 검출하

고(S260), 상기 최종 에지 방향에 대응하는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 또는 단순 선형 보간이 이루어

지도록(S270)하는, 보간값을 상기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로 출력한다(S280).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대한 최종 에지 결정 조건 설명을

위한 도면이다.

  도 6에서,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 W 및 데이터가 비어있는 중간 라인의 데이터들 T, U, V, X, Y, Z는, [수학식 7]과

같이 결정되는 1차 에지 방향에 대응하여 픽셀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이다. 즉, 도 6에서, 1차 에지

방향이 (0) 방향으로 결정된 경우에 W 값은 (B+E)/2이고, 1차 에지 방향이 (1) 방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W 값이

(C+D)/2이며, 1차 에지 방향이 (2) 방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W 값이 (C+L+P+D)/4이며, 1차 에지 방향이 (3) 방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W 값이 (C+L+M+N+P+D)/6이며, 1차 에지 방향이 (4) 방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W 값이

(L+M+N+P)/4와 같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 방향에 대하여도 구할 수 있고, 7 ×3 픽셀 윈도우의 이동에 따라 보간될

중심 픽셀 데이터, 즉, T, U, V, X, Y, Z에 대한 계산 방법도 같다.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값들 각각은, [수학식 8]과 같다.

  

수학식 8

  

  

  

  또한, 상기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과 상기 보간값은, [수학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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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9

  

  [수학식 9]와 같이, 상기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최종 에지 방향은, 일반적인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과 유사하지만, 표준 편차 등에 의한 가중 조건을 두고, 최저 27도의 경사 방향까지 고려된 방향

성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무늬가 복잡하거나 휘도차의 변동이 심한 경우

등 고주파 텍스쳐 영역에 대하여는 단순 선형 보간{(B+E)/2}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수학식 7]에 따라 결정된 방향을

1차 에지 방향으로 하지만, 이에 가중 조건, 즉,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

값들이 표준 편차보다 작을 때에 2차 에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은,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 의한 공간 보간을 수행하여 비월 주사 방식의 필드(field) 데이터를 입력받아 순차 주사 방식

의 프레임(frame)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에 있어서, 먼저,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가, 필드(field) 데이터를 이루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한다(S210).

다음에,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에서, 상기 필드

(field)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가 비어있는 라인에 대한 보간될 중심 픽셀들 각각에 대한 소정의 픽셀 윈도우들을 설정하고,

상기 소정의 픽셀 윈도우들 각각에서 중간 라인 이외의 픽셀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 및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을 계산한다(S220). 이에 따라,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

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각각의 절대치 중에서 최소값을 계산하고(S230), 상기 소정 방향들 중에서 상기 최소값에 대응하는

방향을 경사 방향으로 결정한다(S240).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표준 편차,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

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및 상기 경사 방향이 소정의 1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1차 에지 방향을 검출한다

(S250). 최종적으로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deinterlacer)는, 상기 표준 편차, 상기 1차 에지 방향,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

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소정 차이값들이 소정의 2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에지 방향을 검

출하고(S260), 상기 최종 에지 방향에 대응하는 보간값을 상기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로 출력한다(S270~S280).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

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

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

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

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은,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

에 있어서, 7 ×3 픽셀 윈도우에 의한 보간의 수행과, 에지를 경계로 구분되는 영역의 픽셀 간 휘도 차이값을 이용한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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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표준 편차 등의 비교를 통해 1차 에지 결정 조건과 2차 에지 결정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종 에지 방향을 검출한

다. 따라서, 45도 이하 27도 까지의 저 경사 영역에서도 방향성 윤곽 보간이 이루어지고, 고주파 텍스쳐(Texture) 영역에

서는 필드(field)내 단순 선형 보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 윤곽 상관 보간(edge dependent

interpolation) 방법에서 나타나는 고주파 잡음이나, 지그재그(zigzag) 현상에 의한 거친 화면 등을 제거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윤곽 상관 보간에 의한 공간 보간을 수행하여 비월 주사 방식의 필드 데이터를 입력받아 순차 주사 방식의 프레임 데이터

로 변환시키는 디인터레이싱 장치를 구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에 의하여, 필드 데이터를 이루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에 의하여, 상기 윤곽 상관 보간에서, 상기 필드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가 비어있는 중간 라인에

대한 보간될 중심 픽셀들 각각에 대한 픽셀 윈도우들을 설정하고, 상기 픽셀 윈도우들 각각에서 중간 라인 이외의 픽셀 데

이터들의 표준 편차 및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 값들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에 의하여, 상기 차이값들로부터 각 방향으로 차이 절대치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계산된 평균들

중에서 최소값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에 의하여, 상기 소정 방향들 중에서 상기 최소 값에 대응하는 방향을 경사 방향으로 결정하는 단

계;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에 의하여, 상기 표준 편차, 상기 각 방향의 차이 절대치들의 평균, 및 상기 경사 방향이 1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1차 에지 방향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에 의하여, 상기 표준 편차, 상기 1차 에지 방향,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

쪽 픽셀 데이터들의 차이값들이 2차 에지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에지 방향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디인터레이싱 장치에 의하여, 상기 최종 에지 방향에 대응하는 보간값을 상기 보간될 중심 픽셀의 데이터로 출력하

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윈도우는,

  첫째 라인의 픽셀 데이터들 각각이 G, H, A, B, C, L, M이고, 중간 라인의 데이터들 각각은 T, U, V, W, X, Y, Z이고, 셋

째 라인의 픽셀 데이터들 각각이 N, P, D, E, F, Q, S인 7 ×3 윈도우이며,

  상기 소정 방향들은 경사 방향들 A-F, B-E, C-D, A-Q, H-F, C-P, A-S, C-N, H-S, 및 L-N에 평행한 9가지 방향이고,

  상기 중간 라인의 데이터들 각각은,

  상기 1차 에지 방향에 대응하는 픽셀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

사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방향들에 따른 픽셀 데이터들 간의 차이값들 각각은, 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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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하여 계산되고, 상기 각 방향의 차이 절대치 평균들은, 수학식

  

  에 의하여 계산되며, 상기 1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은, 수학식

  

  에 따라, 수학식

  

  

  

  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에지 방향을 윤곽의 경계로하는 양쪽 픽셀 데이터들의 차이값들 각각은, 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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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하여 계산되며, 상기 2차 에지 결정 조건과 상기 보간값은, 수학식,

  

  

  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1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1차 에지 방향은,

  방향성 윤곽 상관 보간 결정에 이용되고, 상기 2차 에지 결정 조건 및 상기 최종 에지 방향은 고주파 텍스쳐 영역에 대하

여 단순 선형 보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 방향은,

  수평 라인에 대하여 45도 이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순차 주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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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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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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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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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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