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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화질 티브(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화질 티브(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방법 및 그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의 구획 맞추기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상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의한 운동벡터 탐색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상도.

제 3 도는 탐색영역이 수직(-8, +7), 수평(-32, +31)인 경우의 탐색방법도 및 정합 블럭도.

제 4 도의 (a)(b)는 본 발명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제 5 도는 본 발명 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시스템 구성도.

제 6 도는 본 발명 장치중 프로세서부 상세도.

제 7 도는 프로세서 엘리먼트(PE) 초기의 운동벡터 표현도.

제 8 도는 수평 방향으로 한 클럭 이동한 상황에서의 운동벡터 표현도.

제 9 도는 수직 방향으로 한 클럭 이동한 상황에서의 운동벡터 표현도.

제10도는 본 발명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시스템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카메라                                        2 : A/D변환 및 제어부

3 : 비월-순차주사 변환부                 31,4:제 1 및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

5,6:제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 7 : 프로세서부

13-1

1019930008704



8 : 운동보상을 의한 메모리                9 : 운동보상 메모리 및D/A 변환부

10 : 모니터                                       PE1-PE16:프로제서 엘리먼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화상 데이타의 움직임 추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화질 티보(HDTV)와 같은 정
보량이 매우 많은 화상 데이타 압축(data comprsion)방법중의 하나인 움직임 추정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재발된 대표적인 HDTV용 움직임 추정기들은 제 1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구획맞추기법(Block 
Matching Algorithm)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의 영상을 일정한 크기의 블럭으로 분할
하고 분할된 각 블럭들의 가장 유사한 블럭을 이전 영상에서 갖아 그 블럭의 데이타를 이용하여 현재 영
상의 블력으로 대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구획 맞추기법으로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반 그중에서 가장 오차가 작은 기법은 전역 탐색기법
이다. 그리나, 이 방법은 성능면에서 가장 좋지반 하드웨어적으로 실시간 처리하기는 현재의 기술로 매우 
어립다. 일예로 8×8블럭(즉, 수평으로 8게 화소×수직으로 8재 화소)에 대해서 탐색영역이 수평 방향으
로(-32, +3l), 수직 방향으로 (-8, +7)일 때 64×16=1024개의 블럭에 대해 절대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한개의 블럭에 대한 계산은 8×8블럭이므로 64개의 화소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화
소에 대한 계산은 이진 영상의 화소와 현재 영상 화소의 값을 빼고 이 값의 절대치를 구하여야 한다. 또
한,위의 계산을 64번 하여야 하고, 탐색영역 전체는 1024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량이 너무 
많아 현재의 기술로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를 구현하기 어렵다.

본 발명의 목적은, 구획맞추기법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가광 복감한 전역탐색을 
실시할 시 각각의 블럭에서 출력되는 절대오차를 병열로 처리하여 실시간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고화절 
티브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에로는 구획의 크기를 8×8로 하고 탐색 영역은 수평 방향으로 (-32-+32), 수직 방향으
로(-8-+7)로 하여 설계하있지만 탐색영역을 변경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에서 주변회로물을 변정하는것으로 
가능하다.

즉, 탐색영역은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각각 (-8, +7)에서 (-64, +63) 사이중 소정의 값으로 주변회로를 
변경하여 설계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의 탐색 방법은 제 2 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갖고자 하는 블럭의 탐색영역을 몇개의 블럭으로 
나누어 병열로 운동벡터를 갖는 것이다.

제 3 도는 제 2 도의 세부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탐색영역이 수평 방향으로(-32-+32)수직 반향으로 (-8-
+7)일 때,16개의 프로세서 엘리먼트(Processor Element:이하 PE라 약칭 함)를 이용하여 운동벡터를 찾는 
정우에 해당되는데,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서 16재의 PE를 이용하여 병열로 처리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탄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방법은 제 4 도의 (a)(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영상을 일정블럭으
로 나눈 블럭의 수평블럭 및 수직블럭주소, 과도적 수직 및 수명 운동벡터, 수직 및 수명 계수값 및 운동
벡터를 리세트시킴과 동시에 최소 절대오차를 가장 큰 값(lDiff l max)으로 세팅시키는 리세트 및 세팅단
계(S1)와: 탐색영액의 범위에 따라 사용하게 될 PE들의 대이타가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와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5,6)로부터 각각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 데이타로 하여 매 클럭마다 프로세서
부(7)로 입력되면, 제 2 현프래임 메모리부(4)의 수직 방향 8개의 데이타는 수평 방향으로 데이타를 유효
화소수만큼 읽어낸 후, 다음라인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읽어낼 때에도 계속하여 같은 데이타를 읽고, 수평 
방향으로 유호화수소 만큼 8회 반복하여 데이타를 읽어낸 다음 수직으로 8재의 화소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수평 방향으로 읽어되며,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6)에서는 각각8재 라인의 데이타(즉,16재
의 수직 방향 데이타)를 수명 방향으로 유효화수소 만큼 읽어낸 후, 다음의 수평 방향 데이타는 현제의 
화소색 수직방향으로 이동하여 16재의 화소가 읽혀져 PE에 매 클럭마다 데이타가 전송되어 절대오차를 구
하는 계산을 수행하고, 각각의 PE들에서는 8×8블럭의 크기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2개 가지고 있어 매 
클럭마다 블럭크기에 해당하는 화소의 절대오차를 계산하며, 현재의 블럭에 해당하는 데이타는 수직으로 
8재의 화소에 해당하는 데이타가 매 클럭마다 레지스터에 들어오고 8번 클럭 후 현재에 해당하는 레지스
터(8×8)로 데이타가 이동하게 되며, 이전의 래지스터에 해당하는 블럭의 데이타는 수직으로 8재의 화소
에 해당하는 데이타가 매 클럭마다 레지스터룔 이동하면서 절대오차를 계산하게 되며, 이렇게 계산된 절
대오차 중에서 가장 작은 절대오차를 갖는 PE의 절대오차를 과도적 절대오차로 설정하고 그 블럭의 운동
벡터를 과도적 수평 및 수직운동벡터의 값으로 하는 설정단계(S2)와: 상기 단계(S2)에서 계산된 과도적 
절대오차와 영상을 일정한 크기로 본발했을 때의 블럭이 가지고 있는 최소 절대오차를 상호 비교하는 비
교단계(S3)와; 상기에서 비교한 결과 최소 절내오차가 과도적 절대오차보다 크면, 그 때의 최소 절대오차
값을 과도적 절대오차로 대치하고 소정 블럭의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를 과도적 수평 및 수직운동벡터로 
대치하는 데이타의 대치단계(S4)와: 상기 비교단계(S3)에서 최소 절대오차가 과도적 절대오차보다 크지 
않거나 대치단계(S4)가 완료되면 수평 계수값을 'l'씩 증가시키는 인크리면트단계(S5)와; 상기의 수평 계
수값을 '8'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되는지를 검출하는 단계(S6)와: 상기 단계(S6)서 '0'이 검출되면 지
금까지 계산된 절대오차, 수평 및 수직운동벡터를 현재의 수평블럭 및 수직블럭주소를 이용하여 소정의 
기억장소(예를들어 SRAM)에 저장하고수평블럭주소를 '1'중가시키는 데이타 저장 및 
인크리면트단계(S7)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블럭의크기에 해당하는 8개인가를 검출하기 위해 수직 
계수값을 '8'로 나누어 그 나머지 값이 '0'이 되는지를 검출하는 단계(S8)와; 상기 단계(S8)에서 '0'이 
검출되면, 최소 절대오차,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의 값을 클리어시키는 
단계(S9)와: 상기 단계(S8)에서 '0'이 아니면, 현재 수행하는 과정은 같은 블럭에 해당하므로 수평 및 수
직운동벡터와  최소  절대오차  값을  소정의  기억소자에  저장되어있는  값으로  대치하는  데이타 대치단계
(S10)와; 상기 단계(S6)에서 '0'이 아니가나 단계(S9,S10)가 완료되면 수평화소의 끝인가를 검출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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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소 비교단계(S11)와: 상기 단계(S11)에서 화소의 끝이면 수직계수값을 '1'씨 증가시키고 수평불럭주
소를 '0'으로하는 단계(S12)와: 상기에서 화소의 끝이 아니거나 수직계수값이 '1'증가되면 수직 계수값을 
'8'로 나누어 그 나머지 값이 '0'이고 수평화소의 끝인지를 검출하는 수평화소 검출단계(S13)와: 상기 단
계(S13)에서 '0'이 검출되고 수평화소의 끝이면, 최소 절대오차,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의 값을 클리어하고 수직블럭 주소값을 'l'증가시키는 클리어 및 인크리먼트단계(S14)와: 
상기 단계(S13)에서 '0'이 아니거나 수평화소의 끝이 아니면, 수평 및 수직운동벡터와 최소 절대오차 값
을 소정의 기억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대치하는 데이타 대치단계(S15)와: 상기 단계(S14,S15)가 완
료되면 유효 영상의 끝인가를 검출하여 끝이면 운동벡터를 갖는 것을 끝내고, 유효 영상의 끝이 아니면 
상기 단계(S2)이후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S16)로 이루어진 것을 특정으로 한다.

상기에서의 탐색영역은 수평 및 수직 방향에서 적어도 (-8, +7) -(-64, +63)범위 내에서 소정값을 소선택
하여 사용한다.

또한, 본 발명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장치의 일 실시예는 제 5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의 영상신호
를 촬상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시켜 주는 카메라(1)와; 3레벨 동기신호가 실려 있는 상태로 상기 카메
라(1)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의 휘도신호를 소정의 디지탈로 변환시켜 줌과 동시에 시스템에서 필요한 제
어신호를 만들어 주는 A/D변환 및 제어부(2)와: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에서 출력되는 비월 주사방식
의 영상데이타를 순차주사방식으로 변환시켜 주는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와; 상기 비월-순차주사 변환
부(3)내에 설치되어 비월-순차 변환된 데이타 보다 한 프레임을 지연시킨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출력시
켜주는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와: 상기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로부터 소정의 휘도신호와 제어신호
를 입력받아 매 메인클럭(main c1ock)마다 한재의 화소를 받고,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를 동시에 병렬
로 출력시켜 주는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31)로부터 출력되는 한 프레
임 지연된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이전영상의 수직 8재 전단부의 8개 수직화소를 병렬로 동시에 
출력시켜 주는 제 1 이전프래임 메모리부(5)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31)로부터 출력되는 한 프레
임 지연된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이전영상의 수직 8개 하단부의 8개 수직화소를 병열로 동시에 
출력시켜 주는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6)와; 제 2 현프레임부 메모리부(4)에서 제어신호와 함께 순차 
주사방식으로 출력되는 수직 방향의 8개 화소와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6)에서 제어신호와 
함께 순차주사방식으로 각각 출력되는 수직 방향의 16재 화소를 각각 입력받아 운동벡터를 찾아 내어 절
대오차를 계산해 주는 프로세서부(7)와; 상기 프로세서부(7)에서 찻아진 운동벡터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에서 출력되는 휘도신호를 이용하여 8×8의 블럭 단위로 영상데이타를 읽어 내는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와; 상기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에서 출력되는 8×8블럭 단위의 영상데이타를 수평 방
향으로 유효화소에 대해 읽은 다음, 수직으로 증가하여 다음 라인의 화소를 읽어내고, 이 데이타를 비월 
주사방식으로 변환함과 동시에 디지탈의 휘도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하여 제어신호와 함께 출력시켜 주는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와; 상기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에서 출력되는 휘도신호를 디
스플레이시켜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니터(10)를 상호 연결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제10도는 본 발명 장치의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일 실시에와 다른점은 필드간 운동추정 장치이므
로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가 필요없고,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에서는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
에서 출력되는 비월 주사방식의 영상대이타를 한 프레임을 지연시킨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출력시켜 주
고,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에서는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로부터 소정의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매 메인클럭마다 한개의 화소를 받고,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를 동시에 병렬로 출력시켜 주
며, 나머지 부분 즉, 카메라(1), A/D변환 및 제어부(2),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6), 프로세
서부(7),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 및 모니터(10)의 연결 구성은 프
레임간 운동추정장치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한편, 제 6 도는 상기 두 실시에의 프로세서부(7)의 상세도로서,16개의 프로세서 엘리먼트(PEl-PE16)를 
상호 병열 연결하여서 된 것이다.

이때, 상기 프로세서 엘리먼트는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256개 까지를 상호 병렬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
는데,  그  숫자는  시스템의  정면도  등에  따라  사용자가  임으로  결정(예를들어 4개,16개,32재,64개,128
개,256개 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본 발명의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에서의 탐색방법은 제 2 도에 나타단 것과 같이 찾고자 하는 블럭을 탐색영역에서 몇개의 
블럭으로 나누어 병열로 운동벡터를 찾는 것이다.

또한, 제 3도 는 제 2  도의 세부 내용으로, 탐색영역이 수평 방향으로 (-32-+32),  수직 방향으로(-8-
+7)일 때 16개의 PE를 이용하여 운동벡터를 찾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본 발명에서는 16개의 PE를 이용하
여 병렬로 처리하는 것을 일 실시에로 설명한다.

제 4 도의 (a)(b)는 본 발명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챠트로서, 최초의 단계(S1)에서는 HDTV에 나타나는 영
상을 일정한 블럭으로 나누었을때, 블럭의 주소에 해당하는 수평블럭주소와 수직블럭주소를 '0'으로 리제
트시키게 되는데, 이때 블럭의 크기가 8×8이므로 수평블럭주소는 수평으로 화소가 8번의 메인 클럭후에 
수평블럭주소가 증가할 수 있게 수평 계수기를 두고 초기에 '0'으로 한다. 또한, 일정한 크기로 나눈 블
럭의수직블럭주소는 수평 블램킹(Horizontal Blanking:HBLK)으로 계수하여 블럭의 크기만큼 증가한 상태
에서 수직블럭주소가 중가할 수 있도록 수직 계수기를 두게 되는게 초기치를 '0'으로 한다.

또, 최소 절대오차는 탐색영역에서 8×8블럭의 절대오차에서 가장 작은 절대오차를 의미하는데, 초기치는
16진수로 표현되는 절대오차가 갖을 수 있는 가장 큰 값으로 세팅시키게 된다.

수평 운동벡터와 수직 운동벡터는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블럭들의 운동벡터로서, 초기에는 '0'으로 놓
고,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는 일시적인 운동벡터의 값들을 의미하는데, 이 값들은 탐색 영역에서 
최소절대오차가 갖는 수평 운동벡터와 수직 운동벡터의 값을 찾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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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8×8블럭에 대해 절대오차를 계산하는 PE가 있을 때,16개의 PE를 사용하면 메 클럭 마다 16재의 절
대오차를 계산해 낼 수 있게 된다.

탐색영역에 대해 64×16=1024개 블럭의 절대오차를 계산하기 가장 작은 절대오차를 갖는 블럭의 수평,수
직 방향의 위치가 운동벡터가 된다.

제 3 도의 계산에서는 매 클럭마다. 16개의 절대오차를 계산함으로서, 64번의 클럭 후에는 운동벡터를 찾
고블럭의 크기가 8×8=64개의 화소이므로 실시간 처리(real time procesing)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두번께 단계(S2)에서는 카메라(1)를 통해 입력받은 HDTV 영상데이타를 이용하여 탐색영역의 범위에 
따라 사용하게 될 PE들의 각각에서 절대오차와 운동벡터 값이 나오면, 이중에서 가장 작은 절대오차를 과
도적 절대오차로 하고 그때의 운동벡터를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로 한다.

즉, 탐색영역의 범위에 따라 사용하게 될 PE들의 데이타는 제 2 현프레임메모리부(4)와 제1 및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리(5,6)에서 각각 수직 방향으로 8재의 화소의 데이타가 매 클럭마다 프로세서부(7)에 공급된
다. 이때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의 수직 방향 8개의 데이타는 수평 방향으로 데이타를 유효화소수 만
큼읽어낸 후, 다음 라인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읽어낼 때에도 계속해서 같은 데이타를 읽게 되고, 수평 방
향으로 유효화소수 만큼 8회 반복하여 데이타를 읽어낸 다음, 수직으로 8개의 화소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수평방향으로 읽게 된다. 또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6)에서는 각각 8개 라인의 데이타, 즉 
16개의수직 방향 데이타가 읽혀지는데, 수평 방향으로 유효화소수 만큼 읽어낸 후, 다음의 수직 방향 데
이티가 한개의 화소색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여 16개의 화소가 읽혀져 PE에 매 클럭마다 데이타가 전송되
어 절대오차를 구하는 계산을 수행한다. 각각의 PE들에서는 8×8블럭의 크기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2개 
가지고 있어때 클럭마다 블럭크기에 해당하는 화소의 절대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현재의 블럭에 해당하는 
데이타는 수직으로 8개의 화소에 해당하는 데이타가 매 클럭마다 레지스터에 들어오고 8번의 클럭후 현재
에 해당하는 레지스터(8×8)로 데이타가 이동하게 되며, 이전의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블럭의 데이타는 수
직으로 8개의화소에 해당하는 데이타가 매클럭마다 레지스터를 이동하면서 절대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이
렇게 계산된 절대오차 중에서 가장 작은 절대오차를 갖는 PE의 절대오차를 과도적 절대오차로 설정하고 
그 블럭의 운동벡터를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의 값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세변째 단계(S3)에서는 상기 단계(S2)에서 계산된 과도적 절대오차와, 영상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했
을 때의 블럭이 가지고 있는 최소 절대오차를 비교하게 된다. 이때, 블럭의 초기에는 가장 큰 값으로 최
소절대오차를 갖고 있다가 탐색영역에서 찾은 과도적 절대오차와 비교하게 된다.

상기 단계(S3)에서 최소 절대오차가 과도적 절대오차 보다 크면 그 때의 최소 절대오차값을 과도적 절대
오차로 대치하고 소정 블럭의 수평 및 수직 수직 운동벡터를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로 대치(S4)한
다음, 수평 계수값을 '1'씨 증가시키게 된다(S5).

그러나, 상기에서 최소 절대오차가 과도적 절대오차보다 크지 않으면, 최소 절대오차 및 운동벡터를 갱신
하지 않고 수평 계수값만 '0'을 증가시킨(S5)다음, 영상을 8×8로 분할하있기 때문에 운동벡터가 8×8블
럭마다 찾아지는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증가된 수명 계수값을 '8'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는지를 
검출하게 된다(S6). 그 결과, 운동벡터가 갖아져 '8'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상기 과정에서 계산된 절
대오차,수평및 수직 운동벡터를 수평블럭주소와 수직블럭주소에 관련 데이타를 소정의 저장장소(SRAM)에 
저장하게 된다(S7).

이와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수평 방향으로 데이타가 다 들어온 후에 다음 라인에 관련된 데이타가 들어오
기 때문에, 현제 계산된 데이타를 저장하였다가 수직으로 한 클럭 이동했을 때에도 8×8블럭이 같은 불럭
주소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SRAM에 상기 데이타들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최종 데이타들을 저장한 후에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8개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직계
수값을 '8'로 나누어 그 나머지가 "0"인지를 단계(S8)에서 검출하게 되는 데, 이것도 찾고자 하는 블럭의
크기가 8×8이기 때문이다.

상기 단계(S8)에서 검출한 나머지가 '0'이면, 최소 절대오차를 최대값으로 하고, 과도적 수평 운동벡터,
과도적 수직 운동벡터, 수평 운동벡터 및 수직 운동벡터이 값들은 초기치인 '0'로 한다(S9). 이것은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블럭이기 때문이다.

상기 단계(S8)에서 검출한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계산된 값을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 절대오차, 수평 운동벡터 및 수직 운동벡터 값으로 SRAM에 저장된값
을 이용하게 된다(S10).

또한, 상기 단계(S6)에서 '0'이 아니거나 단계(S9,S10)이 완료되면, 수평화소의 끝인가를 검출(S11)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라인(line)으로 화상데이타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단계(S11)에서 수평화소가 끝이면 그때의 수직 계수값을 '1'증가시키고 수평 블럭 주소를 '0'으로 
한다음(S12), 수평화소가 끝이 아닐 때와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영상을 블럭의 시작인가를 검
출하기 위하여 수직 계수값을 '8'로 나누어 그 나머지값이'0' 이고 수평화소의 끝인가를 알아보게 된다
(S13). 그 결과 '0'이면, 즉 새로운 블럭일 때에는 최소 절대오차,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의 값을 초기치로 세팅하고 수직블럭 주소값을 '1'증가시켜 준다(S14). 그리나, 상기 단
계(S13)에서'0'이 아니면, 즉 새로운 블럭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는 값(즉, 수평 및 수긱 운동벡터와 최
소 절대오차값)들을 SRAM에서 불리와 그 값으로 치환시켜준다(S15).

이후, 실시하는 단계(S16)는 유효 영상의 끝인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유효로 판정되는 영상의 끝이면 운
동벡터를 찾는 것을 끝내고, 유효 영상의 끝이 아니면 탐색영역의 범위에 따라 사용하게 될 PE들의 각각
에서 절대오차를 계산하여 가장 작은 절대오차를 과도적 절대오차로 하고 그 블럭의 운동벡터를 과도적 
수평,수직 운동벡터의 값으로 하는 단계(S2) 이후를 반복 수행하므로서 화상의 전역탐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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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5 도는 본 발명 장치의 일 실시예인 프레임간 운동추정장치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로서, 카메라
(1)에서 소정의 영상을 촬상하여 A/D변환 및 제어부(2)로 출력시켜 주게 된다.

이때, 카메라(1)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는 아날로그 휘도신호이고, 이 휘도신호에는 3레벨 동기신호가 실리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에서는 아날로그의 휘도신호를 소정의 디지탈로 변환하고,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소정의 제어신호를 만들어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로 출력시켜 준다.

상기 휘도신호에서 유효 영상 데이타 구간은 A/D변환하여 화상의 디지탈 데이타를 만들고, 유호 영상데이
타 구간의 아닌 경우에는 동기신호가 실려 있어서, 이 신호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제어신
호를 만들게 된다.

또한, 프레임간 운동추정을 의해 비될 주사방식에서 순차 주사방식으로 변환해 주는 비월-순차주사 변환
부(3)내에는 한 프레임 지연시켜 주기 위한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롤 구비하고 있다. 즉, 현 시스템
에서 사용하는 카메라(1)는 비월주사 방식이고 운동을 추정하는 것은 순차 주사방식에 대한 것이므로 프
레임간 운동추정올 위한 시스템 설계시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를 구비시켰지만, 필드간 운동추정시에는 
상기비월-순차주사 변환부(3)가 필요없게 된다.

한 프레임 지연을 위한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는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에서 출력되는 현재영상을 
이전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메모리로서, 이 지연 메모리릍 통과하는 데이타는 이전프레엄 메모리(즉,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로 들어가고, 지연을 통과하지 않는 데이타는 현재 메모리(즉, 제 2 현프레
임 메모리부)로 들어가게 된다.

상기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에서는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로부터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각각 입력
받아 매 메인 클럭마다 한개의 화소를 받게 되고,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를 동시에 출력시켜 주게 된
다. 이때,8개의 화소가 동시에 출력되는 이유는 영상데이타를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 1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에서는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에서 출력되는 한 프레임 지연된 
소정의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출력되는 신호가 병열처리될 수 있도록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
소를 동시에 출력시켜 준다.

그리고,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6)에 입력되는 데이타 역시 제 1 이전프레임 메모리(5)에 입력되는 영상
과같은 데이타가 입력되지만, 출력되는 데이타는 제 1 이전프래임 메모리(5)에서 출력되는 영상의 수직 8
개 화소 다음의 수직 방향으로 8개수직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력되게 된다.

한편, 프로세서부(7)는 시스템에서 절대오차를 계산하는 부분으로, 현재 메모리인 제 2 현프레임 메모리
부(4)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가 입력되고, 제 1 및 제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6)로부터 각각 
수직방향으로 16개의 화소가 들어오면 이 데이타를 이용하여 운동벡터를 갖아내어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
리(8)로 출력하게 된다.

이때, 상기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와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6)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데이타들은 비월 주사방식이 아닌 순차 주사방식으로 출력되어 프로세서부(7)에 입력된다.

따라서,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에서는 프로세서부(7)에서 찻아낸 운동벡터와, 제 1 현프레임 메모리
부(31)에서 출력되는 휘도신호를 이용하여 8×8블럭단위로 영상데이타를 읽어내게 된다. 즉, 상기 운동보
상을 위한 메모리(8)는 도시생략된 2개의 뱅크(bank)로 구성되어져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에서 출력
되는 휘도신호를 첫번째 뱅크에서 8×8블럭 단위로 데이타를 읽어내게 되고, 두번째 뱅크에서는 입력되는 
휘도신호를 저장하게 된다. 이때,8×8블럭 단위로 데이타를 읽어내는 것은 운동벡터를 추정한 겻이 8×8
블럭단위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수정 방향으로 8재의 화소를 읽고, 다음의 수직으로 주소가 증가하며, 수평으로는 화소를 읽
은 처음 수평블럭주소로 이동하여 데이타를 읽어내게 된다.

또한,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에서는 8×8블럭 단위로 입력되는 소정의 영상데이타를 수평 방향
으로 유효화소에 대해서만 읽어 들이고, 다음으로는 수직으로 증가하여 다음 라인의 화소를 읽어내게 됨
과 동시에 출력되는 데이타는 비월 주사방식으로 디지탈의 휘도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제어신호와 
함께 모니터(10)로 출력시켜 주게 된다.

상기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로 부터 아날로그의 휘도신호를 입력받은 모니터(10)에서는 화면상
에 디스플레이시켜 시스템 운영자가 전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화인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다.

한편, 제 6 도는 16개의 PE를 이용한 프로세서부(7)의 일실시예로서, 상호 병열 연결된 상기 프로세서 엘
리먼트(PE1-PE16)에 입력되는 데이타는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에서 출력되는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
소와, 제 1 및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리부(5,6)에서 출력되는 수직 방향으로16개의 화소다.

또한, 현재 메모리인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와 이전 프레임 메모리인 제 1 및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
리부(5,6)에서 프로세서부(7)에 소정의 제어신호가 각각 입력되므로 이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동기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동기문제는 이전 프레임 메모리와 현재 메모리의 화소에 대한 데이타의 시간
적인동기를 맞추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화소의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는 16개의 PE에 동시에 입력되고, 이전 화소의 수직 방향으로 16개
의 화소는 위에 해당하는 8개의 화소는 PE1으로 들어가고, 아래의 8개의 화소는 PE9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PE1에 들어오는 8개의 화소(64 bit)는 매 번의 메인 클럭 마다 이동하게 되는대, PE안에 1개의 화
소 마다 8개의 D플립플롭을 구비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8개의 화소가 PE2로 이동하는 것은 8번의 메인 클
럭이 입력된 후, 9번째 클럭에 의해 PE2로 입력되어 진다.

이와같이 이점화소는 파이프라인.(pipeline)구조로 PE1에서 PE8로 데이타를 보내게 되고, 이전화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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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방향으로 16개의 화소중 아래의 8개의 화소는 PE9에서 PE16으로 이동하면서 계산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현프레임 메모리에서 출력되는 현재화소는 8개 화소씨 메인 클럭마다 PE에 들어가고, 8번의 매인
cIock후에 8×8블럭의 데이타가 형성되면 PE의 절대오차 계산하는 부분으로 데이타가 이동하게 된다. 다
음의 8×8블럭은 다시 8변의 메인 클럭후에 계산에 참여한다. 입력되는 현재화소와 이전화소의 데이타 형
태가 다른 것은 이전화소는 수직 방향으로 주소가 증가되었을 때, 증가된 주소의 데이타가 들어오는 것인
대 반해, 현재의 화소는 8번 동안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데이타가 들어오다가, 9번째에서 8개의 수직 데
이타가 다음 블럭에 해당하는 8개의 화소가 들어오는 것이 다르게 된다.

제 7 도는 각 PE의 운동벡터를 나타낸 것으로,(-32,-8)이 (0,0)에 해당하고,(+31, +7)은 (63,15)가된다.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부호비트에 해당하는 비트를 출입으로서 계산하는 과정을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상기의 부호비트에 대한 처리는 운동벡터를 계산한 것이 끝나고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로 
운동벡터를 보낼때 보정하여 보내게 된다.

제 7 도는 8×8블럭의 운동벡터를 처음 계산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PE1의 (0,0)는 운동벡터
(-32,-8)에 해당하는 8×8블럭이고, PE2에서 (8,0)은 운동벡터에서 실제로(-24,-8)에 해당하는 블럭을나
타내고 있다.

즉, 수평으로 화소가 8개 이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운동벡터가 8개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각 PE 아래에 있는 숫자는 운동벡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클럭에 대해 16개의 절대오차와 그에 해당하
는 운동벡터가 계산되어 지는 것이다.

프로새서부의 주변회로는 매 클럭당 16개의 절대오차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절대오차와, 그 절대오차
에 해당하는 운동벡터를 갖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 8 도는 수평 방향으로 한 클럭 이동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제 7 도와 비교해 보면 수평 방향으로 
운동벡터가 각각의 PE들에서 1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평방향으로 입력되는 데이타에서는 운동벡터가 수평으로 중가하면 되는데, 수평으로 증가하는 것은 
7번만 증가하게 되고 8번째에서는 제 7 도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그 이유는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영상의 
수평 방향으로 다음 블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9 도는 수직 방향으로 한 클럭(Horizontal Blanking) 이동하있을 경우의 운동벡터를 나타낸 것으로, 
계산되는 겻은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게 된다.

제 9 도에서의 운동벡터는 수직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들 마다 1씩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도 7번 증가하고 8번째에서는 제 7 도에서와 같이 수직블럭 주소를 갖게 되며, 운동백터의 표
현은 수평으로 8개의 클럭 단위로 리세트되고, 수직으로도 8번 단위로 리세트 된다.

이와같은 계산을 함으로서 8×8블럭 단위의 운동벡터 계산은 수평으로 8번의 이동과, 수직으로 8번의 이
동을 한 후 실제로 운동벡터를 찾게 되는 것이다.

제 4 도의 (a)(b)로 나타낸 본 발명 방법과 같이 수평으로 8번 이동하면, 계산에 사용된 기준되는 데이타
를 SRAM에 저장하게 되고, 수평에 대한 계산이 끝나고 수직으로 이동하면 SRAM에 저장된 데이타를 이용하
여 운동벡터를 찾게 되며, 수직 방향으로 8번을 이동한 상황에서 수평으로 화소 데이타가 이동하면서 찻
고자 하는 블럭의 운동벡터를 순차적으로 찻아 낸다.

이와같은 계산 방식으로 유효 프레임 영상이 있는 구간에서 운동벡터를 찾고 유효 프레임 영상의 데이타
가 끝나면 한 프레임에 대한 운동벡터가 전부 찾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프레임간 움직임 추정장치를 일 실시예로 설명하있으나, 본 발명을 필드간 움직임 추
정장치에 적용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0도는 본 발명 장치의 다른 실시예인 필드간 움직임 추정장치의 전체 시스템 블럭도로서, 상기 프레임
간 운동추정장치와 다른점은 비월-순차주사 변환부의 존재 유무에 있다.

또한,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에서는 프레임간 운동추정장치와 달리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에서 
출력되는 비월 주사방식의 영상데이타를 한 프레임을 지연시킨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출력시켜 주고,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에서는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로 부터 소정의 휘도신호와 제어 신호를 입력받
아  매  메인클럭마다  한개의  화소를  받고,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를  동시에  병렬로  출력시켜  주게 
된다.

그리고, 필드간 운동추정 장치를 나타낸 제10도에서, 프로세스부(7)로 입력되는 데이타의 형태는 프레임
간 운동추정 장치와 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 제 1 및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
리부(5,6)의 데이타들이 순차 주사방식이 아니고, 비월 주사방식이므로 흘수(odd) 필드에 관련된 데이타
가 들어올 때에는 홀수 필드간 운동추정을 하고, 짝수(even) 필드간 데이타에서는 짝수 필드간 운동 추정
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 외의 부분은 상기 프레임간 운동추정 장치에서와 동일한 작용올 수행하므로 중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
해 동작상태의 설명을 생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구획맞추기법에서 가창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하드웨어적
으로 가장 복잡한 전역탐사를 실시할시 각각의 블럭에서 출력되는 절대치를 병열로 처리하여 실시간 처리
를 수행하므로서, HDTV와 같이 정보량이 매우 많은 화상 데이타의 운동벡터를 실시간내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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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영상을 일정크기로 나눈 블럭의 수평블럭 및 수직블럭주소, 과도적 수직 및 수평 운동벡터, 수직 및 수평 
계수값 및 운동벡터를 "0"으로 리세트시킴과 동시에 최소 절대오차를 가장 큰 값으로 세팅시키는 리세트 
및 세팅단계(S1)와: 탐색영역의 범위에 따라 사용하게 될 프로세서 엘리먼트들의 데이타가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와 제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5,6)로 부터 각각 수직방향으로 8개의 화소 데이타로 하여 
매 클럭마다 프로세서부(7)로 입력되면,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의 수직방향 8개의 데이타는 수평방향
으로 데이타를 유호화소수 만큼 읽어낸 후, 다음라인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읽어 낼 때에도 계속하여 같은 
데이타를 읽고, 수평방향으로 유효화소수 만큼 8회 반복하여 데이타를 읽어낸 다음 수직으로 8개의 화소
에 해당하는 데이타를 수평방향으로 읽게 되며, 제 1 및 제 2 이전프레임 메모리부(5,6)에서는 각각 8개 
라인의 데이타(즉,16개의 수직방향 데이타)를 수평방향으로 유효화소수 만큼 읽어낸 후, 다음의 수평방향 
데이타는 한개의 화소씩 수직방향으로 이동하여 16개의 화소가 읽혀져 프로세서 엘리먼트에 매 클릭마다 
데이타가 전송되여 절대오차를 구하는 계산을 수행하고, 각각의 프로세서 엘리먼트들에서는 8×8블럭의 
크키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를 2개 가지고 있어 매 클럭마다 블럭크키에 해당하는 화소의 절대오차를 계산
하여, 현재의 블럭에 해당하는 데이타는 수직으로 8개의 화소에 해당하는 데이타가 매 클럭마다 레지스터
에 들어오고 8번클릭후 현재에 해당하는 레지스터(8×8)로 데이타가 이동하게 되며, 이전의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블럭의 데이타는 수직으로 8개의 화소에 해당하는 데이타가 매 클럭마다 레지스터를 이동하면서 
절대오차를 계산하게되며, 이렇게 계산된 절대오차 중에서 가장 작은 절대오차를 갖는 프로세서 엘리먼트
의 절대오차를 과도적 절대오차로 설정하고 그 블럭의 운동벡터를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막터의 값으
로 하는 설정단계(S2)와: 상기 설정단계(S2)에서 계산된 과도적 절대오차와 영상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했
을 때의 블럭이 가지고 있는 최소 절대오차를 상호 비교하는 비교단계(S3)와; 상기 비교단계(S3)에서 최
소 절대오차가 과도적 절대오차 보다 크면, 그때의 최소 절대오차값을 과도적 절대오차로 대치하고 소정 
블럭의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를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로 대치하는 데이타의 대치단계(S4)와: 사
기 비교단계(S3)에서 최소 절대오차가 과도적 절대오차 보다 크지 않거나 대치단계(S4)가 완료되면 수평 
계수값을 1'씩 증가시키는 인크리먼트단계(S5)와: 상기의 수성 계수값을 '8'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
는지를 검출하는 단계(S6)와: 상기에서 '0'이 검출되면 지큼까지 계산된 절대오차, 수평 및 수직 운동벡
터를 현재의 수평블럭 및 수직블럭주소를 이용하여 소정의 기억감소에 저장하고 수성블럭주소를 '1'증가
시키는 데이타 저광 및 인크리먼트단계(S7)와: 수직반향으로 이동한 것이 8개인가를 검출하기 위해 수직 
계수값을 '8'로 나누어 그 나머지값이 "0"이 되는지를 검출하는 단계(S8)와; 상기 단계(S8)에서 '0'이 검
출되면, 최소 절대오차, 수평블럭 및 수직블럭, 수평 및 수직 운동벡터의 값을 클리어시키는 클리어단계
(S9)와: 상기 단계(S8)에서 '0'이 아니면, 수성 및 수직 운동벡터와 최소 절대오차값을 소정의 기억장소
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대치하는 데이타 대치단계(S10)와: 상기 단계(S6)에서 '0'이 아니거다 클리어 
및 대치단계(S9,S10)가 완료되면 수평화소의 끝인가를 검출하는 수정화소 비교단계(S11)와: 상기에서 화
소의 끝이면 수직 계수값올 '1'씩 증가시키는 인크리먼트단계(S12)와; 상기에서 화소의 끝이 아니거나 수
직 계수값이 '1' 증가되면 수직 계수값을'8'로 나누어 그 나머지값이 '0'이 되는지와 동시에 수평화소의 
끝인가를 검출하는 수평화소 짐사단계(S13)화: 상기 수평화소 검사단계(S13)에서 '0'이 검출되고 수평화
소의 끝이면, 최소 절대오차, 과도적 수평 및 수직 운동막터, 수성 및 수적 운동벡터의 값을 초기치로 클
리어하고 수직블럭주소값을 '1'  증가시키는 클리어 및 인크리먼트단계(S14)와: 상기 수평화소 검사단계
(S13)에서 '0'이 아니거나 수평화소의 끝이 아니면,수성 및 수직 운동벡터와 최소 절대오차값을 소정의 
기억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대치하는 데이타 대치단계(S15)와: 상기 단계(S14,S15)가 완료되면 유
호 영상의 끝인가를 검출하며 끝이면 운동벡터를 갖는것을 끝내고, 유호 영상의 끝이 아니면 상기 단계
(S2) 이후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S16)로 이루여진 것을 특정으로 하는 고화질 터보(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여서, 상기 탐색영역은 수평 및 수직 방향에서 적어도 (-8,+7)∼(-64,+63)범위내에서 소정값
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화질 티브(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방법·

청구항 3 

영상신호를 촬상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시켜 주는 카메라(1)와; 3레벨 동기신호가 실려 있는 상태로 
상기 카메라(1)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의 휘도신호를 소정의 디지탈로 변환시켜 줌과 동시에 시스템에서 
필요한 제어신호를 발생시켜 주는 A/D변환 및 제어부(2)와: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에서 출력되는 비
월 주사방식의 영상데이타를 순차 주사방식으로 변환시켜주는 비월-순차주사 변환부(3)와: 상기 비월-순
차주사 변환부(3)내에 설치되어 비월-순차 변환된 데이타 보다 한 프레임을 지연시킨 휘도신호와 제어신
호를 출력시켜주는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와, 상기 비될-순차주사 변환부(3)로부터 소정의 휘도신호
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매 메인클럭마다 한개의 화소를 받고,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를 동시에 병렬
로출력시켜주는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31)로부터 출력되는 한 프레임 
지연된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이전영상의 수직 8개 전단부의 8개 수직화소를 병렬로 동시에 출
력시켜주는 제 1 이전 프레임 메모리부(5)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31)로부터 출력되는 한 프레임 
지연된 휘도신호와 제여신호를 입력받아 이전 영상의 수직 8개 후단부의 8개 수직화소를 병렬로 동시에 
출력시켜주는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리부(6)와; 수개의 프로세서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제 2 현프레임부 
메모리부(4)에서 제어신호와 함께 순차 주사방식으로 출력되는 수직방향의 8개 화소와 제 1 및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리부(5,6)에서 제어신호와 함께 순차 주사방식으로 각각 출력되는 수식방향의 16개 화소를 각
각 입력받아 운동벡터를 찾아내어 절대오차를 계산해주는 프로세서부(7)와: 상기 프로세서부(7)에서 찾아
진·운동벡터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부(31)에서 출력되는 휘도신호를 이용하여 8×8의 블럭 단위
로 영상데이타를 읽어내는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와; 상기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에서 출력되는 
8×8블럭 단위의 영상데이타를 수평 방향으로 유효화소에 대해 읽은 다음, 수직으로 증가하여 다음 라인
의 화소를 읽어내고, 이 데이타를 비월 주사방식으로 변환함과 동시에 디지탈의 휘도신호를 아날로그 변
환하여 제어신호와 함께 출력시켜주는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와; 상기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
변환부(9)에서 출력되는 휘도신호를 디스플레이시켜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중인지를 나타내는 모
니터(10)를 상호 연결 구성하여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화질 티브(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장

13-7

1019930008704



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엘리먼트는 적어도 4개 이상,256개 이하에서 소정 갯수를 상호 병렬연
결하여 프레임간 운동추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고화질 티브(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장치.

청구항 5 

영상신호를 촬상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시켜주는 카메라(1)와; 3레벨 동기신호가 실리있는 상태로 상
기 카메라(1)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의 휘도실호를 소정의 디지탈로 변환시켜 줌과 동시에 시스템에서 필
요한 제어신호를 발생시켜주는 A/D변환 및 제어부(2)와: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에서 출력되는 비월주
사방식의 영상데이타를 한 프레임을 지연시킨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출력시켜주는 제 1 현프레임 메모리
부(31)와: 상기 A/D변환 및 제어부(2)로부터 소정의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매 메인클럭마다 한
개의 화소를 받고, 수직 방향으로 8개의 화소를 동시에 병렬로 출력시켜주는 제 2 현프레임 메모리부(4)
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31)로부터 출력되는 한 프레임 지연된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이전영상의 수직 8개 전단부의 8개 수직화소를 병렬로 동시에 출력시켜주는 제 1 이전 프레임 메모리부
(5)와: 상기 제 1 현프레임 메모리(31)로부터 출력되는 한 프레임 지연된 휘도신호와 제어신호를 입력받
아 이전 영상의 수직 8개 후단부의 8개 수직화소를 병렬로 동시에 출력시겨주는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리
부(6)와; 수개의 프로세서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제 2 현프레임부 메모리부(4)에서 제어신호와 함께 비월 
주시방식으로 출력되는 수직방향의 8개 화소와 제 1 및 제 2 이전 프레임 메모리부(5,6)에서 제어신호와 
함께 비월 주사방식으로 각각 출력되는 수직 방향의 16개 화소를 각각 입력받아 운동벡터를 갖아 내어 절
대오차를 계산해 주는 프로세서부(7)와: 상기 프로세서부(7)에서 갖아진 운동벡터와, 상기 제 1 현프례임 
메모리부(31)에서 출력되는 휘도신호를 이용하여 8×8의 블럭 단위로 영상데이타를 읽어내는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와: 상기 운동보상을 위한 메모리(8)에서 출력되는 8×8블럭 단위의 영상데이타를 수평 방
향으로 유호화소에 대해읽은 다음, 수직으로 증가하여 다음 라인의 화소를 읽어내고, 디지탈의 휘도신호
를 아날로그 변환하여 제어신호와 함께 출력시켜주는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와: 상기 운동보상 
메모리 및 D/A변환부(9)에서 출력되는 휘도신호를 디스플레이시켜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중인지
를 나타내는 모니터(10)를 상호 연결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화질 티브(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강기 프로세서 엘리먼트는 적어도 4개 이상,256개 이하에서 소정 갯수를 상호 병렬연
결하여 필드간 운동추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특정으로 하는 고화질 티브(HDTV)의 화상데이타 
움직임 추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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