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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베이어 패턴 컬러 신호에 대한 적응형 필터로 보간을수행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보간기, 이를 구비한

디지털영상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베이어 패턴 컬러 신호에 대한 적응형 필터로 보간을 수행하여 해상도를 높이는 보간기, 이를 구비한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는 중심 픽셀 주위의 계조 데이터들 및 자신 중심 픽셀

의 계조 데이터의 변화 비율을 반영하는 비선형 특성의 LPF를 적용하여 실제 계조 데이터에 가까운 보간 데이터를 생성하

며, 종래와 다른 선형 특성의 LPF, BPF, 및 HPF를 동시에 적용하여 왜곡을 줄이면서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보간 데이

터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간 데이터에 의한 디스플레이의 경우, 표시 화면의 해상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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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컬러 필터 어레이의 베이어 패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선형 보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베이어 패턴과 신호 크기를 나타내는 일예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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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도 3의 제1 보간기의 구체적인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선형 보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베이어 패턴과 신호 크기를 나타내는 일예이다.

  도 6은 도 3의 제2 보간기의 구체적인 블록도이다.

  도 7은 도 3의 제3 보간기의 구체적인 블록도이다.

  도 8은 도 3의 제4 보간기의 구체적인 블록도이다.

  도 9는 도 3의 제5 보간기의 구체적인 블록도이다.

  도 10은 HBPF와 VBPF 각각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BPF의 대역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는 HLLPF와 VLLPF 각각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HPF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는 NLPF의 계조 결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 픽셀 Cy,x 주변의 좌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SC(Digital Still Camera)나 핸드폰 카메라 등에 관한 것으로, 특히 CIS(CMOS Image Sensor)에서 출력되

는 디지털 영상 신호의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DSC나 핸드폰 카메라의 경우에 비용을 감소시키고, 회로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CIS를 사용하여 도

1과 같은 베이어 패턴(Bayer Pattern) 형태로 컬러의 계조 데이터를 얻는다. 이와 같이 베이어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픽셀(pixel)에 G(Green), B(Blue), R(Red) 중 어느 하나의 컬러에 대한 계조 데이터만이 나타나므로, 어느 하나의 픽셀

에 대하여 나머지 2가지 컬러에 대한 계조 데이터들을 얻으려면, 그 픽셀을 중심 픽셀로 하고, 그 중심 픽셀 주위의 계조 데

이터들을 이용하는 보간(interpolation)을 수행해야 한다.

  베이어 패턴에서, 중심 픽셀 주위의 계조 데이터들을 이용한 보간으로, 중심 픽셀의 계조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컬러에 대한 계조 데이터를 얻는 종래의 보간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USP5,506,619"에 잘 나타나 있고, 이를 개선

한 한국 특허 출원 "KR2001-56442"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래의 보간 방법들에서는, 선형(Linear) 특성을 가지는 LPF(Low Pass Filter)로 구현하므로, 영상

경계(edge)에서 왜곡(aliasing)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즉, 임의의 영상에서 G 신호가, 도 2에 도시된 바

와 같은 다항식(polynomial)으로 표시되는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선형 특성을 가지는 LPF를 사용하여 보간을 수행

하면, 중심 픽셀(도 2에서 R) 주위의 계조 데이터들, 즉, G2와 G4에 의한 보간으로 같은 직선 상에 존재하는 G'3을 생성한

다. 이때, G'3이 나타내는 계조 데이터는 실제 계조 데이터인 G3와 Δ만큼의 차이를 야기하므로, 영상 경계에서 왜곡을 발

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중심 픽셀 주위의 계조 데이터들 및 자신 중심 픽셀의 계조 데이터의 변

화 비율을 반영하는 비선형 특성의 LPF를 적용하여 실제 계조 데이터에 가까운 보간 데이터를 생성하며, 종래와 다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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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특성의 LPF(Low Pass Filter), BPF(Band Pass Filter), 및 HPF(High Pass Filter)를 동시에 적용하여 왜곡을 줄이면

서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보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컬러 신호 보간기, 및 이를 구비한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

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중심 픽셀 주위의 계조 데이터들 및 자신 중심 픽셀의 계조 데이터의 변화

비율을 반영하는 비선형 특성의 LPF를 적용하여 실제 계조 데이터에 가까운 보간 데이터를 생성하며, 종래와 다른 선형

특성의 LPF, BPF, 및 HPF를 동시에 적용하여 왜곡을 줄이면서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보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디

지털 영상 신호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컬러 신호 보간기는, 제1 보간기, 제2 보간기, 제3 보간기, 제4 보간

기, 및 제5 보간기를 구비한다.

  상기 제1 보간기는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

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1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한다.

  상기 제2 보간기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H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2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한다.

  상기 제3 보간기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B 또는 G 각각에서, 상기 수직 BPF 필

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3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B' 또는 G'를

출력한다.

  상기 제4 보간기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4 보간을 수

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한다.

  상기 제5 보간기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5 보간을 수

행하여 보간 데이터 R' 또는 B'를 출력한다.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5 ×3 픽셀 데이터들에 대

하여, 1, 3, 5 로우(row)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한 값을 각 로우

(row)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

위의 3 ×5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1, 3, 5 컬럼(column)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한 값을 각 컬럼(column)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평 B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로우(row)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B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

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컬럼(column)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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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H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3 픽셀 데이터들에 H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제1 수학식 및 제2 수학

식 각각의 수행으로 보간 데이터들 G', 및 B'를 출력,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상기 제1 수학식 및 상기 제2 수학식 각각의 수

행으로 보간 데이터들 G', 및 R'를 출력, 및 중심 픽셀 Gr 및 Gb 모두에 대하여 제3 수학식 및 제4 수학식 각각의 수행으로

보간 데이터들 B', 및 R'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 수학식 내지 상기 제4 수학식 각각은,

  ,

  ,

  ,

  

  이고, 여기서, 상기 Cy,x는 상기 5 ×5 윈도우의 중심 픽셀 데이터로서 y번째 로우(row) 및 x번째 컬럼(column)의 픽셀

데이터를 의미하며, 상기 a1 내지 상기 a8 각각은 수학식들,

  , , ,

  , , ,

  ,

  에 의하여 계산되고, 상기 Dy+a,x+b, 및 상기 D1 내지 D8 각각은 수학식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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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는, 메모리부, 컬러 신호 보간기, 및 제어

부를 구비한다.

  상기 메모리부는 입력되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하여 5 픽셀 라인 이상의 픽셀 데이터들을 업데이트시켜 저장하고,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을 중심으로 하는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출력한다.

  상기 컬러 신호 보간기는 상기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

용한 제1 보간, 제2 보간, 및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1 그룹 보간, 중심 픽셀 B에 대

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1 보간, 상기 제2 보간, 및 상기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

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2 그룹 보간, 중심 픽셀 G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제4 보간, 및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3 그룹 보간, 및 중심 픽셀 Gb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상기 제4 보간, 및 상기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4 그룹 보간을 수행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중심 픽셀이 어떤 컬러인지를 판단하고, 중심 픽셀의 컬러, 즉, R, B, Gr, 및 Gb 각각에 따라, 상기 제

1 그룹 보간, 상기 제2 그룹 보간, 상기 제3 그룹 보간, 및 상기 제4 그룹 보간을 지시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컬러 신호 보간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컬러 신호 보간 방법은, 제1 보간에 의하여,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한다. 제2 보간에

의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H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

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한다.

  제3 보간에 의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B 또는 G 각각에서, 상기 수직 BPF 필

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B' 또는 G'를 출

력한다. 제4 보간에 의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보간을 수

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한다. 그리고, 제5 보간에 의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또는 B'를 출력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방법은, 먼저, 입력되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하여 5 픽셀 라인 이상의 픽셀 데이

터들을 업데이트시켜 저장하고,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을 중심으로 하는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출

력한다. 다음에, 컬러 신호 보간에 의하여, 상기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제1 보간, 제2 보간, 및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1 그룹 보간,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1 보간, 상기 제2 보간, 및 상기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2 그룹 보간, 중심 픽셀 G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

한 상기 제3 보간, 제4 보간, 및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3 그룹 보간, 및 중심 픽셀

Gb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상기 제4 보간, 및 상기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4 그룹 보간을 수행한다.

등록특허 10-0505681

- 5 -



  이때, 소정 제어부는 상기 중심 픽셀이 어떤 컬러인지를 판단하고, 중심 픽셀의 컬러, 즉, R, B, Gr, 및 Gb 각각에 따라, 상

기 제1 그룹 보간, 상기 제2 그룹 보간, 상기 제3 그룹 보간, 및 상기 제4 그룹 보간을 지시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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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

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는, 메모리부(310), 컬러 신호 보간기(320), 및

제어부(330)를 구비한다.

  상기 메모리부(310)는 입력되는 픽셀 데이터(G, B, R 데이터)를 수신하여 5 픽셀 라인 이상의 픽셀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시켜 저장하고,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을 중심으로 하는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입력되는 픽셀 데이터(G, B, R 데이터)는, 도 1과 같은 베이어 패턴 형태로, 한 픽셀씩 입력되거나 한 라인씩 입력될 수 있

다.

  상기 컬러 신호 보간기(320)는 상기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을 이용한 제1 보간, 제2 보간, 및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1 그룹 보간, 중심 픽셀 B

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1 보간, 상기 제2 보간, 및 상기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

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2 그룹 보간, 중심 픽셀 G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제4 보간, 및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3 그룹 보간, 및 중심 픽셀 Gb에 대하

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상기 제4 보간, 및 상기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4 그룹 보간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보간의 수행으로, 상기 컬러 신호 보간기(320)는 중심 픽셀의 컬러, 즉, R, B, Gr, 및 Gb 각각에서, 보간 데이터

들 G', R', 및 B'를 출력한다. 여기서, 중심 픽셀 Gr은 중심 픽셀의 컬러가 G이고 수평 방향으로 양쪽 옆에 R 컬러가 있는

경우이며, 중심 픽셀 Gb는 중심 픽셀의 컬러가 G이고 수평 방향으로 양쪽 옆에 B 컬러가 있는 경우이다.

  상기 제어부(330)는 상기 중심 픽셀이 어떤 컬러인지를 판단하고, 중심 픽셀의 컬러, 즉, R, B, Gr, 및 Gb 각각에 따라, 상

기 제1 그룹 보간, 상기 제2 그룹 보간, 상기 제3 그룹 보간, 및 상기 제4 그룹 보간을 지시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

다.

  도 3에서, 상기 컬러 신호 보간기(320)는 제1 보간기(321), 제2 보간기(323), 제3 보간기(325), 제4 보간기(327), 및 제

5 보간기(329)를 구비한다. 상기 제1 보간기(321) 내지 상기 제5 보간기(329) 각각의 구체적인 블록도들이 도 4 내지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도 3및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1 보간기(321)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HLLPF)(3211)에 의하여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VBPF)(3213)에 의하여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수직 선형 LPF(VLLPF)(3215)에 의하여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HBPF)(3217)

에 의하여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NLPF)(3218)에 의하여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산기(3219)에 의하여 합하는 제1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한다. 여기서는 중심 픽셀 R 또는 B 모두에 대

하여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한다. G'는 보간된 그린(green) 컬러의 픽셀 데이터이다.

  그런데, 도 4와 같이, 수평/수직 선형 LPF 필터링 후에 수직/수평 BPF 필터링을 적용하는 이유는, 도 1과 같은 베이어 패

턴 상에서 수직/수평 BPF 필터링 하고자 하는 위치에는 구하고자 하는 컬러와 같은 컬러를 나타내는 픽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 신호들(G, R)와 선형 LPF 필터링 된 신호들(GLPF, RLPF)이 같

은 위치에서는 거의 같은 차이 비율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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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제2 보간기(323)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HPF(3231)에 의하여 H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NLPF)(3233)에 의하여 상기 비선형 LPF 필

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산기(3235)에 의하여 합하는 제2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한다. 여기서는

중심 픽셀 R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B'를 출력하고, 중심 픽셀 B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R'를 출력한다. B'는 보간된 블

루(blue) 컬러의 픽셀 데이터이고, R'는 보간된 레드(red) 컬러의 픽셀 데이터이다. HLLPF(Horizontal Linear Low Pass

Filter), VLLPF(Vertical Linear Low Pass Filter), HBPF(Horizontal Band Pass Filter), VBPF(Vertical Band Pass

Filter), 및 HPF(High Pass Filter) 각각의 필터링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기술될 것이다.

  도 3 및 도 7를 참조하면, 상기 제3 보간기(325)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B 또는

G 각각에서, 수직 BPF(VBPF)(3251)에 의하여 상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수평 BPF(HBPF)(3253)에 의하

여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산기(3255)에 의하여 합하는 제3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B' 또는

G'를 출력한다. 여기서는 중심 픽셀 R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R'를 출력하고, 중심 픽셀 B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B'를

출력하며, 중심 픽셀 G(Gr 및 Gb)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한다.

  도 3및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제4 보간기(327)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수직 선형 LPF(VLLPF)(3271)에 의하여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HBPF)(3273)에 의하여 상

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NLPF)(3275)에 의하여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

산기(3277)에 의하여 합하는 제4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한다. 여기서는 중심 픽셀 Gr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B'를 출력하고, 중심 픽셀 Gb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R'를 출력한다.

  도 3및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제5 보간기(329)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HLLPF)(3291)에 의하여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VBPF)(3293)에 의하여 상

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NLPF)(3295)에 의하여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

산기(3297)에 의하여 합하는 제5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또는 B'를 출력한다. 여기서는 중심 픽셀 Gr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R'를 출력하고, 중심 픽셀 Gb에 대하여는 보간 데이터 B'를 출력한다.

  도 10은 HBPF와 VBPF 각각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수평 B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로우(row)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B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컬럼(column)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기 수평 BPF 필터링 및 상기 수직 BPF 필터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샘플링 이

론에 의하여, 도 11과 같이, fs/2 이상의 신호 영역은 복원이 잘 않되기 때문이다(fs는 샘플링 주파수).

  예를 들어,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로우(row)의 픽셀 데이터들이, R1, G1, R2, G2, R3인 경우에, 수평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면, -R1, 0, 2R2, 0, -R3로 되고, 이들의 평균은 (-R1+2R2-R3 )/4가 된다.

  도 12는 HLLPF와 VLLPF 각각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5 ×3 픽

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1, 3, 5 로우(row)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

한 값을 각 로우(row)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

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5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1, 3, 5 컬럼(column)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LPF 필터링 가

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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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승산하여 평균한 값을 각 컬럼(column)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5 ×3 픽셀 데이터들이

  

  인 경우에, 여기서 1, 3, 5 로우(row)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면,

  

  로 되고, 각 로우에서 평균한 값을 각 로우(row)의 중심값으로 한 것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 13은 HPF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H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3 픽셀 데이터

들에 H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3 픽셀 데이터들이

  

  인 경우에, 상기 HPF 필터링 가중치를 승산하여 평균한 값은, (-Ga-Gb-Gd-Ge+4Gc)/8로 된다.

  이와 같은 선형 특성의 LPF, 및 BPF를 적용하면 왜곡이 줄어들고, HPF의 적용에 의하여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보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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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는 NLPF의 계조 결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 픽셀 Cy,x 주변의 좌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즉, 도 14에서, Cy,x

는 상기 5 ×5 윈도우의 중심 픽셀 데이터로서 y번째 로우(row) 및 x번째 컬럼(column)의 픽셀 데이터를 의미한다.

  도 14에서, Cy,x를 구하기 위한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은, [표 1]과 같이,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수학식 1] 및 [수학식 2] 각각의 수행으로 보간 데이터들 G', 및 B'를 출력,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상기 [수학식 1] 및 상기 [수학식 2] 각각의 수행으로 보간 데이터들 G', 및 R'를 출력, 및 중심 픽셀 Gr 및 Gb 모두에 대

하여 [수학식 3] 및 [수학식 4] 각각의 수행으로 보간 데이터들 B', 및 R'를 출력하는 것이다.

  [표 1]

  

중심 픽셀 R 중심 픽셀 B 중심 픽셀 Gr 중심 픽셀 Gb

R' [수학식 2] [수학식 4] [수학식 4]

G' [수학식 1] [수학식 1]

 

B' [수학식 2]

 

[수학식 3] [수학식 3]

  이때, 상기 [수학식 1] 내지 상기 [수학식 4] 각각은 다음과 같고, 상기 [수학식 1] 내지 상기 [수학식 4]에 존재하는 a1

내지 a8 각각은 [수학식 5] 내지 [수학식 12]와 같이 계산되며, 상기 [수학식 5] 내지 상기 [수학식 12]에 존재하는

Dy+a,x+b, 및 D1 내지 D8 각각은 [수학식 13] 내지 [수학식 17]과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1

  

수학식 2

  

수학식 3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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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수학식 8

  

수학식 9

  

수학식 10

  

수학식 11

  

수학식 12

  

수학식 13

  

수학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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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5

  

수학식 16

  

수학식 17

  [수학식 5] 내지 [수학식 1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선형 LPF 필터링에서는, 중심 픽셀 주위의 계조 데이터들 및

자신 중심 픽셀의 계조 데이터의 변화 비율을 반영하여 실제 계조 데이터에 가까운 보간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컬러 신호 보간기(320)는, 제1 보간기(321) 내지 제5 보간기(329)를 구비하

여,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B, Gr, Gb 각각에서, 제1 그룹 보간 내지 제4 그룹 보간을 수

행하여, 중심 픽셀 각각에 대한 보간 데이터 G', B', R'를 출력한다. 이때 수행되는 보간에는 종래와 다른 구조의 선형 특성

을 가지는 LPF, BPF, 및 HPF를 적용하며, 특히 비선형 특성의 LPF를 적용한다. 보간 데이터 G', B', R'은 후속단에서 처

리되어 화면에 영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

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는, 중심 픽셀 주위의 계조 데이터들 및 자신 중심 픽셀의 계

조 데이터의 변화 비율을 반영하는 비선형 특성의 LPF를 적용하여 실제 계조 데이터에 가까운 보간 데이터를 생성하며,

종래와 다른 선형 특성의 LPF, BPF, 및 HPF를 동시에 적용하여 왜곡을 줄이면서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보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간 데이터에 의한 디스플레이의 경우, 표시 화면의 해상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 필터링 처

리한 데이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1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하는 제1 보간기;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H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

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2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제2 보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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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B 또는 G 각각에서, 상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3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B' 또는 G'를 출력하는 제3 보간

기;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

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4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제4 보간기; 및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

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5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또는 B'를 출력하는 제5 보간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기.

청구항 2.

  입력되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하여 5 픽셀 라인 이상의 픽셀 데이터들을 업데이트시켜 저장하고,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

아 중심 픽셀을 중심으로 하는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메모리부;

  상기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제1 보간, 제2 보간,

및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1 그룹 보간,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1 보간, 상기 제2 보간, 및 상기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2 그룹 보간, 중심 픽셀 G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제4 보간, 및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3 그룹 보간, 및 중심 픽셀 Gb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

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상기 제4 보간, 및 상기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4 그

룹 보간을 수행하는 컬러 신호 보간기; 및

  상기 중심 픽셀이 어떤 컬러인지를 판단하고, 중심 픽셀의 컬러, 즉, R, B, Gr, 및 Gb 각각에 따라, 상기 제1 그룹 보간, 상

기 제2 그룹 보간, 상기 제3 그룹 보간, 및 상기 제4 그룹 보간을 지시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어부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신호 보간기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1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하는 제1 보간기;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H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2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제2 보간

기;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R, B 또는 G 각각에서, 상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

이터,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3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R', B' 또는 G'를 출

력하는 제3 보간기;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상

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4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제4 보간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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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상

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5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R' 또는 B'를 출력하는 제5 보간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5 ×3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1, 3, 5 로우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한 값을 각 로우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5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1, 3, 5 컬럼

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한 값을 각 컬럼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기.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 B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로우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B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컬럼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기.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H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3 픽셀 데이터들에 H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기.

청구항 7.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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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보간 데이터들 G', 및 B'를 출력하고,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보간 데이터들 G', 및 R'를 출력하며, 중심 픽셀 Gr 및 Gb 모두에 대하여 보간 데이터들 B', 및 R'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기.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에서,

  상기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제1 수학식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G'가 출력되고,

  제2 수학식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B'가 출력되며,

  상기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상기 제1 수학식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G'가 출력되고, 상기 제2 수학식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R'가 출력되며,

  상기 중심 픽셀 Gr 및 Gb 모두에 대하여,

  제3 수학식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B'가 출력되고,

  제4 수학식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R'가 출력되며,

  여기서, 상기 Cy,x는 상기 5 ×5 윈도우의 중심 픽셀 데이터로서 y번째 로우 및 x번째 컬럼의 픽셀 데이터를 의미하며, 상

기 a1 내지 상기 a8 각각은 수학식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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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에 의하여 계산되고, 상기 Dy+a,x+b, 및 상기 D1 내지 D8 각각은 수학식들

  ,

  , ,

  ,

  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기.

청구항 9.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 필터링 처

리한 데이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1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H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

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2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R, B 또는 G 각각에서, 상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3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B' 또는 G'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

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4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상기 수

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제5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 데이터 R'

또는 B'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 방법.

청구항 10.

  입력되는 픽셀 데이터를 수신하여 5 픽셀 라인 이상의 픽셀 데이터들을 업데이트시켜 저장하고,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

아 중심 픽셀을 중심으로 하는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어 신호의 제어를 받아,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제1 보간, 제2 보간,

및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1 그룹 보간,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1 보간, 상기 제2 보간, 및 상기 제3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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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그룹 보간, 중심 픽셀 Gr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제4 보간, 및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B', 및 R'를 출력하는 제3 그룹 보간, 및 중심 픽셀 Gb에 대하여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

이터들을 이용한 상기 제3 보간, 상기 제4 보간, 및 상기 제5 보간 각각으로 보간 데이터들 G', R', 및 B'를 출력하는 제4 그

룹 보간을 수행하는 컬러 신호 보간 단계;

  상기 중심 픽셀이 어떤 컬러인지를 판단하고, 중심 픽셀의 컬러, 즉, R, B, Gr, 및 Gb 각각에 따라, 상기 제1 그룹 보간, 상

기 제2 그룹 보간, 상기 제3 그룹 보간, 및 상기 제4 그룹 보간을 지시하는 상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컬러 신호 보간 단계는,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1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G'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R 또는 B 각각에서, H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2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R, B 또는 G 각각에서, 상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

이터, 및 상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3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R', B' 또는 G'를 출

력하는 단계;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 및 상

기 수평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4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B' 또는 R'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중심 픽셀 Gr 또는 Gb 각각에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 및 상

기 수직 B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 및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 처리한 데이터를 합하는 상기 제5 보간을 수행하여 상기

보간 데이터 R' 또는 B'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영상 신호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 9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5 ×3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1, 3, 5 로우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한 값을 각 로우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5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1, 3, 5 컬럼

들 각각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L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한 값을 각 컬럼의 중심값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 방법.

청구항 13.

  제 9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 BPF 필터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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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로우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평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이고, 상기 수직 B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이 속한 컬럼의 픽셀 데이터들에 수직 B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 방법.

청구항 14.

  제 9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H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 중 상기 중심 픽셀 주위의 3 ×3 픽셀 데이터들에 HPF 필터링 가중치

  

  을 승산하여 평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 방법.

청구항 15.

  제 9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은,

  상기 5 ×5 윈도우의 픽셀 데이터들에 대하여,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보간 데이터들 G', 및 B'를 출력하고,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보간 데이터들 G', 및 R'를 출력하며, 중심 픽셀 Gr 및 Gb 모두에 대하여 보간 데이터들 B', 및 R'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LPF 필터링에서,

  상기 중심 픽셀 R에 대하여,

  제1 수학식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G'가 출력되고,

  제2 수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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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B'가 출력되며,

  상기 중심 픽셀 B에 대하여, 상기 제1 수학식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G'가 출력되고, 상기 제2 수학식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R'가 출력되며,

  상기 중심 픽셀 Gr 및 Gb 모두에 대하여,

  제3 수학식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B'가 출력되고,

  제4 수학식

  

  의 수행으로 상기 보간 데이터 R'가 출력되며,

  여기서, 상기 Cy,x는 상기 5 ×5 윈도우의 중심 픽셀 데이터로서 y번째 로우 및 x번째 컬럼의 픽셀 데이터를 의미하며, 상

기 a1 내지 상기 a8 각각은 수학식들,

  , , ,

  , , ,

  ,

  에 의하여 계산되고, 상기 Dy+a,x+b, 및 상기 D1 내지 D8 각각은 수학식들

  ,

  , ,

  ,

  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컬러 신호 보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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