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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카메라 비디오 또는 필름으로부터 텔레비젼 신호를 디인터레이싱하기 위한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비월 주사(interlace) 텔레비젼 디스플레이 방식을 순차 주사(progressive scan) 또는 비비월 주사(non-
interlace)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도 9)에 관한 것으로서, 신호원이 텔레비젼 컨버터로의 
영화 필름, 영화의 비디오 레코딩, 라이브 카메라 또는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에 포획된 카메라 출력, 또는 상기의 어떠
한 시퀀스일 때 3개의 동작 검출 단계(도 2)를 이용함으로써 인조 잡상이 제거 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월 주사(interlace) 텔레비젼 디스플레이 방식을 순차 주사(progressive scan) 또는 비비월 주사(non-
interlace)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신호원이 영화 필름/텔레비전 컨버터, 영화의 
비디오 레코딩, 라이브 카메라 또는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에 포획된 카메라 출력, 또는 상기의 어떠한 시퀀스일 때 인조 
잡상이 제거 된다.

    배경기술

    
525개의 주사선을 포함하는 화상 또는 프레임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NTSC 시스템은 짝수 패리티 262.5행의 제1 
필드 전송 다음에 홀수 패리티 262.5행의 제2 필드 전송이 필요하다. 상기 필드는 60Hz의 속도로 전송되는 반면, 상기 
프레임은 30Hz의 속도로 전송된다. 소형 텔레비젼 디스플레이에서는, 사람의 눈이 저해상도의 홀수 및 짝수 행 화상의 
시퀀스를 용이하게 모아서 고해상도의 525행 화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화소가 크기 때문
에 성가신 인조 잡상(artifacts)과 같은 비월 주사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큰 스크린상에서 화상 조명의 지속성이 짧아 
현저한 플리커 현상을 초래한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필드를 형성하기 위해 홀수 패리티 필드와 짝수 패리티 필드를 함께 병합함으
로써 화상을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병합이 단순히 홀수 필드와 짝수 필드를 
주사선간에 평균하거나 오버레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에, 물체가 필드에서 다음 필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화질이 매
우 떨어진다고 잘 알려져 있다.

    
상기 디인터레이싱의 문제점은 홀수 필드로부터 빠진 짝수 주사선을 구성하고, 짝수 필드로부터 빠진 홀수 주사선을 구
성한다는 것이다. 상기 디인터레이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번호 제4,05
7,835호에 개시된 방법은 이동하는 물체를 포함하는 영역에 신호를 제공하는 동작 검출기를 포함한다. 그 영역은 동작
이 없는 영역과 다르게 처리된다. 예컨대, 동작이 없는 홀수 필드의 영역에서, 상기 빠진 주사선은 2개의 인접하는 짝수 
필드에서 각각의 대응하는 주사선을 평균함으로써 간단히 계산될 수 있다. 동작이 있는 영역에서 상기 빠진 주사선은 
동일한 홀수 필드 내에서 상하 주사선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필드 시퀀스의 영역에 사실상 동작이 없다면, 항상 그러한 경우를 확실히 검출하여 상기 빠진 주사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필드의 영역에 사실상 동작이 있다고 반드시 동작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작을 검출할 때 조
차도, 항상 상기 빠진 주사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디인터레이싱의 에러는 동작이 있는 영역
에서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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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스템에서, 디인터레이스된 라인이 계산되는 필드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동일한 패리티의 2개의 인접한 필드를 분
석함으로써 동작을 검출한다. 이 2개의 필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작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느리게 이동하는 물체에 적용한다. 물체가 정지 배경을 가로 질러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면, 그 물체는 임의의 위치
에서 하나의 필드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즉시 그 필드 전후에 2개의 반대 패리티 필드 모두에 존재할 수는 없다. 동작 
검출기는 양쪽 필드 모두에서 동일한 배경을 감지하고 동작이 없다고 추측할 것이며, 계산되는 필드와 인접한 필드의 
데이터를 잘못 병합할 것이다. 인조 잡상은 미국 특허 번호 제4,400,719호에서 전력으로써 개시된다.
    

    
또한, 파로우드자(Faroudja)의 미국 특허 번호 제 4,989,090호에 개시된 시간 메디안 필터는 물체의 동작이 매우 빠
를 때의 인조 잡상을 보여준다. 그 메디안 필터는 어느 하나의 패리티의 제1 필드와 반대 패리티의 이전의 인접한 필드 
및 이후의 인접한 필드 사이에서 동작한다. 일정한 배경보다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 그 2개의 인접한 필
드는 이웃한 것에 걸쳐 실질적으로 동일한 화소값을 가질 것이다. 메디안 필터는 인접한 필드 중 하나의 필드의 값을 선
택하여 제1 필드에 대한 비월 주사 값으로서 잘못 사용할 것이다.
    

    
비디오 신호원이 영화 필름으로부터 텔레비젼 컨버터로 유도된다면, 동작 검출 문제는 상당히 상이해진다. 필름 시퀀스
는 24 프레임/초의 속도로 전송된다. 가장 일반적인 필름 전송 기술은 3개의 순차적인 텔레비젼 필드에 대해 제1 필름 
프레임이 투사되고, 2개의 순차적인 텔레비젼 필드에 대해 그 다음의 필름 프레임이 투사되는 3 대 2 풀-다운비(thre
e to two pull-down ratio)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작 검출기 및 동작 종속 필드 병합에 이용하는 디인터레이싱 개념
은 필름 시퀀스에 대해 최상의 절차가 아니다.
    

    
필름 시퀀스의 디인터레이싱을 처리하는 한가지 방식은 첫째로 파로우드자의 미국 특허 번호 제4,982,280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기술에 의해 3 대 2 풀-다운비로 전송되는 필드를 검출하는 것이다. 필름이 적어도 2개의 필드에 대해 변동 
없음이 보증되기 때문에 약간의 필드 쌍 사이에 동작은 없다. 따라서, 필름 디인터레이싱을 위한 다음 단계는 파로우드
자의 미국 특허 번호 제4,876,596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순차 주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확히 동일한 필름 프레임에 
속한 대응하는 홀수 및 짝수 필드를 결합하여 그들 필드의 주사선을 인터리빙(interleaving)하는 것이다.
    

    
파로우드자의 방법이 대개 가장 일반적인 3 대 2 풀-다운비를 이용하는 필름 시퀀스에 훌륭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이 
방법은 약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파로우드자의 방법은 각각의 텔레비젼 필드 쌍에 대해 2 1/2 필름 프레임을 포획하
는 이전의 비월 주사 방식 텔레시네 필름 컨버터에 적용할 수 없다. 모든 제3 필드는 상위 반에 하나의 필름 프레임을 
포함하고 하위 반에 그 다음의 필름 프레임을 포함할 것이다. 이들 분할된 필드에 대한 성가신 인조 잡상을 제거할 필드
의 정확한 짝짓기가 없다.
    

파도우드자의 방법의 다른 결점은 필름 프레임에 대한 필드의 위상이 결정되기 전에 수개의 텔레비젼 필드의 시퀀스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비디오 테입 레코딩으로 변환되었던 필름이 편집되거나 필름 클리핑이 실시간 비디오 사이에서 산
재되어 있을 때, 필드의 위상은 갑자기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빈번히 위상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에 수반하는 디인터
레이싱 방법의 실패로 인해 위상이 재동기화되는 동안에 성가신 인조 잡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텔레비젼 디스플레이 디인터레이싱의 종래 기술에 존재하는 일부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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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디오 시퀀스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여 동일한 패리티의 2개의 인접한 필드로부터 동작이 추측
될 수 없는 경우에 작동하는 동작 검출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카메라 비디오 및 임의의 필름-텔레비젼 컨버터에서의 비디오 레코딩 모두에서 동작 인조 잡상
을 최소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필름으로부터 얻은 비디오 레코딩이 편집되거나, 카메라 비디오와 병합되거나, 카메라 비디오 
출력과 병합될 때의 스위치오버 (switchover)시에 발생하는 인조 잡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화 필름의 고속 검출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인용된 윌슨(Wilson)의 미국 특허 번호 제5,557,734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저비용의 미세 조직 프로그램 가능 초병렬 프로세서(MPP)로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먼저 필드의 상기 빠진 비월 주사선은 그 필드의 인접한 주사선 사이에 간단한 보간(interpolation)
에 의해 제공된다. 다음에, 그 프로세서 단계의 시퀀스는 필드 사이의 동작 영역을 검출하여 동작이 없는 필드에 그들 
영역에 적절한 수정으로 대체하는 제1 동작 검출기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한 장시간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
하여 5개의 필드의 범위에 미치는 다소 복잡한 제2 동작 검출기가 사용된다. 이 동작 검출기는 제1 동작 검출기의 결정
을 번복할 수도 있다. 물체가 정지 배경보다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에, 2개의 제1 동작 검출기 어느 쪽도 동작을 검
출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그 검출기들이 인접한 필드의 배경 영역이 동일하여 동작이 없다고 잘못 판
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화상에는 줄무늬(stripe 또는 striation)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
차 주사된 출력 화상에서 줄무늬가 발생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필드는 2개의 인접 필드와 비교된다. 줄무늬가 발생되었
다면, 동작이 추측되고 최소 2개의 동작 검출기의 결정은 번복된다.
    

    
이전의 동작 보상 단계 후에도, 비디오원이 영화 필름 시퀀스인 경우에 여전히 부정확할 수 있다. 최종 단계는 인접 필
드 중 어느 하나의 필드와의 양호한 정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제1 필드의 각각의 영역을 반대 패리티의 인접한 필드
와 비교하는 것이다. 양호한 정합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 제1 필드로부터의 화소는 최상의 정합을 갖는 인접한 필드의 
대응하는 화소와 대체된다. 인접한 필드 모두가 제1 필드의 화소를 대체하기에 동일하게 양호하다면, 부정확할 지도 모
르는 이전 필드로부터의 화소가 항상 이용된다. 즉, 다른 인접한 필드는 필름 프레임이 변동이 없었던 동안에 주사되었
던 필드이었기 때문에 이용되어야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동작도(degree of motion)를 나타내는 필드, 비월 주사 계산 및 어큐뮬레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다양한 메모리 영역의 블록도.

도 2는 새로운 필드가 본 발명의 컴퓨터 시스템에 진입할 때 다양한 메모리 영역을 이동하는 단계의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초기화 단계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동작 검출 및 보상 방법의 흐름도.

도 5는 장기간에 걸친 필드의 동작을 검출하는 본 발명의 제2 동작 검출 방법의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에 의해 발생되는 줄무늬를 검출하는 단계의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현 비월 주사 계산에 있어서의 로컬 영역을 인접한 필드의 가장 적절한 화소로 대체하는 단계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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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비월 주사 계산에 있어서의 화소를 대체할 인접한 필드의 영역을 선택하는 논리적 및 형태적 단계의 바람직한 
정렬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선형 체인의 처리 소자를 갖는 본 발명의 병렬 프로세서를 나타내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비디오 신호 처리는 디인터레이싱에서 발생하는 인조 잡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련의 상이한 오퍼레이
션으로 구성된다. 모든 오퍼레이션이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성능 저하도(degree of degradation)의 변화에 따
라 상기 오퍼레이션 중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완전한 순차 주사 프레임의 계산 과정은 각각의 홀수 및 짝수 필드에서 
빠진 주사선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대응하는 제1 입력 필드와 후에 인터리빙되는 반대 
패리티의 새로운 제2 필드 즉, 비월 주사된 필드를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제1 필드의 빠진 주사선을 설명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도 1의 메모리(9)에 저장된 필드의 오퍼레이션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들 메모리 위치는 
필드0, 필드1, 필드2, 필드3 및 필드4로 불리어진다. 필드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은 통상적으로 512 너비 × 256 높
이의 화상을 저장하기에 충분히 크다. 이 방법은 하드웨어 방법이 비디오 시퀀스의 실시간 흐름시에 각각의 새로운 필
드가 도착하는 메모리 위치와 동일한 곳에 저장된 데이터에 작용하는 경우에 가장 간단해진다. 그러므로, 처리를 위해 
수 개의 필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저장된 필드에 있는 데이터는 파이프라인으로 이동되어야만 한다. 즉, 하나의 메
모리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필드까지 필로(First-In-Last-Out:FILO) 방식을 그 시스템에 적용한다.
    

또한, 도 1의 메모리는 비월 주사 계산을 저장한다. 인터레이스0에 있는 데이터는 필드0에 틈새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반대 패리티의 빠진 데이터 주사선이다. 인터레이스1에 있는 데이터는 필드1에 틈새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반대 패리티
의 빠진 데이터 주사선이다. 인터레이스3 및 인터레이스4도 마찬가지이다. 어큐뮬레이터0 내지 어큐뮬레이터4는 동작 
보상의 로컬 정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값을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도 2는 새로운 입력 필드를 처리하기 직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보여준다. 처음에 단계 10의 오퍼레이션은 
필드3 기억 장소로부터의 데이터를 필드4 기억 장소로 이동시키고 필드4 기억 장소에 있었던 내용들을 버린다. 그 다음
에, 단계 11 내지 단계 13의 오퍼레이션은 단계 10의 오퍼레이션과 유사하게 다른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단계 14에서, 새로운 입력 화상은 필드0에 저장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필드는 모든 다른 필드 데이터
가 FILO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따라 이동한 후에 필드0에 저장된다.
    

    
유사하게, 도 2의 단계 20에서, 인터레이스3에 있는 데이터는 인터레이스4로 이동되고 인터레이스4에 있었던 데이터
는 버려진다. 단계 21 및 22에서, 인터레이스 데이터는 유사하게 이동된다. 단계 23에서, 인터레이스0에 있는 데이터
는 인터레이스1로 이동되어 필드0에 대한 새로운 비월 주사 계산이 인터레이스0에 배치될 수 있다. 도 2의 단계 30에
서, 어큐뮬레이터3에 있는 데이터는 어큐뮬레이터4로 이동되고 어큐뮬레이터4에 있었던 데이터는 버려진다. 단계 31 
및 32에서, 어큐뮬레이터 데이터는 유사하게 이동된다. 단계 33에서, 어큐뮬레이터0에 있는 데이터는 어큐뮬레이터1
로 이동되어 필드0에 대한 새로운 동작 데이터가 어큐뮬레이터0에 배치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계산의 제1 세트이다. 가장 간단한 비월 주사 계산은 간단한 보간에 의해 계산된 비월 주사 필드
에 제공된다. 단계 36에서, 입력 필드0의 인접한 행의 평균이 메모리 인터레이스0에 기록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간단한 계산은 많은 인조 잡상을 유발한다. 그러나, 비디오 시퀀스에서 빠르고 복잡한 동작이 있는 영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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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간은 대개 동작이 검출될 때 확실히 작용하여 디폴트값을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음의 계산은 더 간단한 디
폴트값 보간을 가능한 곳에서 더 정확한 계산으로 대체할 것이다. 단계 38에서, 어큐뮬레이터0에 있는 모든 화상 화소
는 일정한 값 즉, 임계값 X로 초기화된다. 어큐뮬레이터0의 모든 위치에서 큰 값은 화상의 모든 지점에서 큰 동작도를 
나타내는 초기 시작값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동작 검출 및 보상에 대한 일련의 오퍼레이션에서 다음 단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보상은 예컨
대, 엠. 웨스톤(M. Weston)의 "Fixed, Adaptive, and Motion Compensated Interlaced TV Pictures", Signal Pr
ocessing of HDTV, pp. 401~408, 1988에서 개시된 바와 같은 필드에서 잘 알려진 방법과 유사하고, 케이. 키누하타
(K. Kinuhata)의 미국 특허 번호 제4,057,815호에 개시된 발명과 대체로 유사하며, 모두 본 명세서에서 인용된다. 단
계 42에서, 필드2에 있는 데이터는 수직 방향으로 하나의 행이 상승함으로써 모두 균일하게 대체된다. 단계 43에서, 새
로운 중간 차 화상을 형성하기 위해 필드0과 대체된 필드2에 있는 대응하는 화소간의 차의 절대값이 계산된다. 이러한 
필드0 및 필드2에 대한 차 화상은 동일한 패리티의 필드에 대한 것이다. 단계 44에서, 상기 차 화상의 수직 방향에 있
는 3개의 인접한 화소의 합의 절대값이 축적되어 새로운 중간 합 화상이 저장된다. 상기 차의 합이 작은 화소 위치에서
는, 필드0과 대체된 필드2 사이의 차는 매우 작다. 반대로, 커다란 합 화상에서의 화소 위치는 필드0과 대체된 필드1 
사이에 커다란 부정합도가 있는 영역임을 나타낸다. 단계 45에서, 상기 차의 합은 어큐뮬레이터1과 비교된다. 어큐뮬레
이터0은 도3의 단계 30에서 임계값 X로 설정되었고, 도 2의 단계 33에서 어큐뮬레이터1로 이전에 이동되었다. 그러므
로, 단계 45는 단계 44에서 계산된 차의 합과 일정한 임계값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동작 검출 계산 단계이다. 
상기 비교가 참인 화소에 대하여, 상기 차의 합은 어큐뮬레이터1보다 작고 동작이 작은 이웃한 화소를 나타낸다. 이러
한 경우에는, 단계 46에서 어큐뮬레이터1은 단계 44에서 계산된 차의 합으로 대체된다. 단계 47에서 로컬 영역의 동작
이 작기 때문에, 계산된 인터레이스1은 도 3의 단계 38에서 계산된 인접한 행의 현 평균값보다 양호하게 계산된 필드
2의 필셀로 대체된다. 단계 47은 동작 보상 계산 단계이다. 단계 34에서 계산된 차의 합이 단계 45에서 계산된 어큐뮬
레이터1보다 작지 않은 화소에 대하여, 상기 비교는 거짓이며, 어큐뮬레이터1 및 인터레이스1의 대응하는 화소에 더 이
상의 작용은 없다.
    

단계 48에서, 단계2의 필드2가 수직 방향으로 하나의 행이 하강함으로써 균일하게 대체되도록 설정된다고 하자. 절대
차의 합은 단계 43 및 44에서 재계산된다. 단계 45에서, 어큐뮬레이터는 절대차의 합과 재비교된다. 단계 45는 단계 
44에서 계산된 차의 합과 일정한 임계값 X 또는 임계값 X보다 작은 이전에 계산된 차의 합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새롭
게 계산된 차의 합이 더 작은 화소가 단계 45에서 결정된다. 단계 46 및 47에서, 어큐뮬레이터1 및 인터레이스1이 갱
신된다.

    
단계 48에서, 필드2가 대체되지 않도록 설정된다고 하자. 절대차의 합은 단계 43 및 44에서 재계산된다. 단계 45에서, 
어큘뮬레이터는 절대차의 합과 재비교된다. 새롭게 계산된 차의 합이 더 작은 화소가 단계 45에서 결정되며, 동일한 패
리티의 인접한 필드간에 동작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단계 46 및 47에서, 어큐뮬레이터1 및 인터레이스1이 갱신된
다. 단계 48에서, 더 이상의 대체가 없다고 결정되면, 알고리즘은 다음 그룹의 단계로 진행된다. 어큐뮬레이터1에 있는 
영역에서의 작은 값은 무(zero)대체를 포함하는 약간의 대체에서 필드0이 필드2에 비교될 때 양호한 동작 보상이 이루
어진 것에 대해 인지되었음을 나타낸다.
    

    
도 5는 동작에 대한 인조 잡상을 더 제거하는 디인터레이싱 계산에서의 다음 오퍼레이션을 보여준다. 도 2의 단계 30 
내지 33에서 예시된 메모리의 파이프라인 이동으로 인해, 어큐뮬레이터1 및 어큐뮬레이터3은 필드1 및 필드3에 관한 
각각 동작도를 나타내는 화소 데이터를 포함한다. 어큐뮬레이터1 및 어큐뮬레이터3은 도 5의 단계 52에서 결합된다. 
결합 오퍼레이션은 평균이 바람직하나, 예컨대 최소값을 나타낼 수 있다. 단계 52에서 결합된 어큐뮬레이터의 영역은 
필드0과 필드2의 비교 및 필드4와 필드2의 비교에서 동작이 거의 없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포함한다. 결합치가 임
계값 Y보다 작다면, 단계 53에서의 비교는 참이 되며, 필드0에서 필드4까지의 범위에 걸친 커다란 시간 프레임에서의 
동작은 작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비월 주사 계산은 변치 않는다. 결합치가 임계값 Y보다 크다면, 단계 53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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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거짓이 되며, 커다란 시간 프레임에서의 동작은 크다. 이러한 경우에 도 4에서 계산된 약간의 영역에의 동작 보
상은 믿을 수 없다고 간주되며, 단계 54에서, 인터레이스2의 계산치는 도 3의 단계 36에서 계산된 필드2의 인접한 행
의 평균인 더 믿을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도 6은 정지 배경에 반하여 매우 빠른 동작에 의해 유발되는 줄무늬를 검출하는 흐름도이다. 필드0 및 필드2는 단계 5
5에서 평균된다. 단계 56에서, 필드1의 인접한 행은 필드1의 빠진 주사선으로의 근사를 형성하기 위해 평균된다. 단계 
57에서, 단계 55 및 56의 절대차가 계산되며, 단계 58에서 임계값 Z와 비교된다. 단계 57로부터의 절대차가 임계값 
Z보다 작은 어디든지, 단계 55 및 56으로부터의 평균된 필드는 완료된다. 이는 빠른 동작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줄
무늬가 작고 비월 주사가 정확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차가가 큰 어디든지, 줄무
늬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며 인터레이스2 계산에서 그들 위치의 화소는 단계 59에서 계산된 인접한 행의 평균으로 대체
된다.
    

    
도 7은 디인터레이싱 계산의 최종 단계를 보여준다. 필드1의 인접한 행의 평균은 단계 61에서 계산되며, 인터레이스1
에 대한 계산으로의 근사를 나타낸다. 단계 61에서의 평균의 절대차는 단계 62에서 필드0에 대하여 계산되고 단계 63
에서 필드2에 대하여 계산된다. 절대차의 이웃한 화소의 합은 단계 64 및 65에서 계산되며, 여기서 이웃한 화소는 3×
3의 이웃한 화소가 바람직하다. 필드0 및 필드1 사이에 동작이 거의 없는 화소에 대하여, 단계 64에서의 합은 작을 것
이다. 필드2 및 필드1 사이에 동작이 거의 없는 화소에 대하여, 단계 65에서의 합은 작을 것이다. 단계 66에서의 오퍼
레이션은 필드1에 관한 동작량에 관계된 값인 선형 함수값 A×(어큐뮬레이터1)+B를 계산한다. 단계 70은 단계 64에
서의 합과 단계 66에서의 출력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단계 72는 단계 65에서의 합과 단계 66에서의 출력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단계 71은 단계 64에서의 합과 단계 65에서의 합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단계 70, 71 및 72로부터의 각각의 
비교 출력 74, 75 및 76은 단계 73에서 결합되어 2개의 논리 화상 출력 테스트1 및 테스트2로 출력되어 비교 단계 8
1 및 82로 진입한다. 단계 83에서, 필드0의 화소는 단계 81의 테스트1이 참인 사이트의 화소를 대체한다. 단계 84에서, 
필드2의 화소는 단계 73의 테스트2가 참이고 테스트1이 거짓인 화소 사이트에서 인터레이스1 계산에서의 화소를 대체
한다. 인터레이스1 화소는 테스트1 및 테스트2 모두가 거짓인 화소 사이트에서 변하지 않는다.
    

    
도 8은 논리 화상 출력 테스트1 및 테스트2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논리 및 형태 연산을 보여준다. 비교 화상(74)의 각
각의 화소는 비교 화상(75)의 각각의 대응하는 화소와 함께 단계 91에서 논리 AND를 거쳐, 단계 93에서 확대된 새로
운 화상(92)을 형성하여 화상 테스트1을 형성한다. 비교 화상(76)의 각각의 화소는 비교 화상(75)의 각각의 대응하는 
화소의 논리 부정(97)과 함께 단계 96에서 논리 NOT AND를 거쳐, 단계 99에서 확대된 새로운 화상(98)을 형성한다. 
단계 93 및 99에서의 형태 확대는 각각의 입력 화상 92 및 98을 반경으로 하나의 화소 만큼 확대하여, 확대 단계의 출
력, 각각 테스트1 및 테스트2이 도 6의 단계 64 및 65에서의 이웃한 화소의 합에서 흐려질 수도 있는 에지(edge)를 다
시 채우도록 한다. 그 흐려진 에지는 단계 66의 출력보다 작아서 단계 74 및 76에서 정확히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논리 및 형태 연산(73)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논리 연산들이 있다. 예컨대, 확대 단계 93 및 99는 논리 AND 단
계 91 및 96 이전에 수행될 수 있다.
    

    
도 7에서, 단계 66으로부터의 선형 함수와 단계 70 및 72에서의 비교는 로컬 동작량과 필드1의 필드0 또는 필드2와의 
차이량 사이에서 비교되도록 한다. 계수 A 및 B는 일정하게 조정되어 동작량이 크다면, 단계 70 및 72에서의 비교는 
필드0 또는 필드2가 단계 81 또는 92에서 대체되기 전에 로컬 영역에 있는 필드1과 매우 유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디오 시퀀스원은 영화 필름이고, 필름이 포획되고 있는 동안에 적어도 하나의 인접한 필드가 필드1에 대해 변화가 없
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접한 필드가 단계 83 및 84에서의 대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디오 시퀀스의 소스가 
카메라라면, 인접한 필드의 로컬 데이터는 커다란 로컬 동작이 있을 때 잘못 대체될 가능성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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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도 2의 단계를 실시간 비디오 속도로 실현할 수 있으며, 도 1의 메모리 기억 장치에 화상을 저장하는 병렬 프로
세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그 병렬 프로세서(100)는 윌슨의 미국 특허 번호 제5,557,734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
며, 여기서 참고로서 인용한다. 병렬 프로세서(100)는 선형 체인으로 많은 다수의 처리 소자(101)를 포함하며, 각각의 
처리 소자(101)는 통신선(103)을 통해 인접한 처리 소자로 이웃 데이터를 전달한다. 화상의 모든 컬럼에 대해 하나의 
처리 소자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렬 프로세서(100)에 연결된 메모리(9)는 화상 데이터(107) 및 명령(109)을 유
지한다. 병렬 프로세서(100) 내의 제어기(102)는 선(104)을 통해 명령 메모리 어드레스를 메모리(9)에 제공하고 메
모리 영역(9)으로부터의 명령을 로드한다. 제어기(102)는 데이터 어드레스를 메모리(9)에 제공하고 메모리 영역(10
7)으로부터의 화상 데이터의 모든 행을 처리 소자(101)로 로드한다. 제어기(102)는 처리 소자(101)로 하여금 화상 
데이터의 행에 관한 명령을 실행하도록 한다. 동시에 모든 행을 처리한 후에, 명령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는 메모리 영역
(107)로 다시 기록되고, 메모리 영역(109)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가져온다. 그러한 과정은 알고리즘의 모든 단계가 완
료될 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된다. 비디오 데이터는 외부 접속선(112)을 통해 비디오 버퍼(111)로 들어가고, 도
시되지 않은 접속선에 의해 메모리(9)로 전송된다. 또한, 비디오 데이터는 메모리(9)로부터 버퍼(111)로 들어가고, 
외부 접속선(112)을 통해 프로세서(100) 밖으로 전송될 수 있다. 복잡한 알고리즘은 16 millisecond로 완료될 수 있
으며, 그러한 속도로 비디오 필드가 프로세서로 진입한다. 알고리즘의 모든 단계가 완료될 때, 단지 인터레이스4 화상
만이 비디오 버퍼(111) 및 접속선(112)를 통해 메모리(9) 밖으로 전송된다. 인터레이스4 화상은 필드4와 병합되어 
도시되지 않은 외부 하드웨어에 디스플레이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남 없이 변화 및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청구 범위는 진정한 본 발명의 범위를 습득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원으로부터 획득되며, 복수 개의 주사선을 갖는 복수 개의 필드를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의 비디오 신호를 디인
터레이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필드에서 인접한 주사선 사이에 보간을 수행하여 그 제1 필드와 관련된 빠진 비월 주사선을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제1 필드를 상기 복수의 개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을 검출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필드의 보간을 선행(previous)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는 제1 동작 검출 단계와,

상기 제1 필드의 보간을 후행(following)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는 제2 동작 검출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작 검출 단계와,

(c) 각 화소에서 상기 제1 및 제2 동작 검출 결과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단계와,

(d) 상기 제1 동작 검출 결과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제1 필드의 상기 보간된 화소를 상기 선행 인접 
필드의 대응하는 정합된 화소로 대체하고, 상기 제2 동작 검출 결과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제1 
필드의 상기 보간된 화소를 상기 후행 인접 필드의 대응하는 정합된 화소로 대체하는 단계와,

(e) 상기 복수의 필드에 대해 단계 (a)-(d)를 반복하여 상기 디인터레이싱된 비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디오 신호의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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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필드는 5개 이내인 것인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단계 (b)는 상기 제1 필드를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고, 줄무늬가 발생하는 경
우에 상기 영역에 동작이 존재한다고 판정하는 제3 동작 검출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드 내의 화소를 대체함에 있어 상기 인접 필드 모두가 동등하게 양호한 경우에는, 상기 대
체 화소는 항상 상기 제1 필드의 선행 필드로부터 획득되는 것인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7.

비디오원으로부터 획득되고, 복수 개의 주사선을 갖는 복수 개의 필드를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의 비디오 신호를 디인
터레이싱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1 필드에서 인접한 주사선 사이에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제1 필드와 관련된 빠진 비월 주사선을 제공하는 수단과,

상기 제1 필드를 상기 복수 개의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을 검출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제1 필드의 보간을 선행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는 제1 동작 검출기와,

상기 제1 필드의 보간을 후행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는 제2 동작 검출기를 포함하는 동작 검출 
수단과,

각 화소에서 상기 제1 및 제2 동작 검출 결과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수단과,

상기 제1 동작 검출 결과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제1 필드의 상기 보간된 화소를 상기 선행 인접 필드
의 대응하는 정합된 화소로 대체하고, 상기 제2 동작 검출 결과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제1 필드
의 상기 보간된 화소를 상기 후행 인접 필드의 대응하는 정합된 화소로 대체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비디오 신호 처리기를 구비하는 비디오 신호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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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필드는 5개 이내인 것인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검출 수단은 상기 제1 필드를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고, 줄무늬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기 영역에 동작이 존재한다고 판정하는 제3 동작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 처리기는 비디오 버퍼와 복수 개의 처리 소자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인터레이싱 장
치.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필드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매체를 더 포함하는 것인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매체는 필로(First-In-Last-Out)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인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15.

비디오원으로부터 획득되며, 복수 개의 주사선을 갖는 복수 개의 필드를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에서 동작을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필드를 선행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는 제1 동작 검출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제1 필드를 후행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는 제2 동작 검출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제1 필드를 선행 및 후행 인접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작 영역을 검출하고, 줄무늬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기 영역
에 동작이 존재한다고 판정하는 제3 동작 검출 단계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동작 검출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필드는 5개 이내인 것인 동작 검출 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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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0.

삭제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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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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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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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 1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상세한설명
	도면의간단한설명
	실시예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