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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 자동 보정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은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에 있어서,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

가 RGB-PC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

DTV 신호인 경우, 비디오 칼러 컴포넌트 범위가 전범위 또는 제한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에 따

라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블랙 레벨에 따라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단

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영상기기가 PC용 기기 또는 가정용 기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블랙 레벨의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줄 수 있어서, 화질열화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바, 사용자의 편리

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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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black level) 오프

셋(offset)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에 있어서,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인 경우에는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가 전범위(0-255)인지 또는 제한된 범위(16-235)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PC 신호인 경우,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를 전범위(0-255)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고,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가 전범위인 경우, 상기 전범위

를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고,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가 제한된 범위인 경우, 상기 제

한된 범위를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설정된 블랙 레벨에 따라서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black level) 오프셋(offset)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기초로 H/V 주파수 값과 클럭(CLOCK)값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값으로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표준을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

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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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인가

되는 신호의 Vsync(수직동기신호)에 포함되는 Hsync(수평동기신호)의 개수를 계산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

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

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Vsync(수직동기신호)에 포함되는 Hsync(수평동기신호)의 개수를 계산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

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 Vsync에 포함되는 Hsync의 개수가 2개이면, RGB-PC 신호로 판단하고 1 Vsync에 포함되는 Hsync의 개수가 5개이

면, RGB-DTV 신호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

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2회이상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시, 동일한 신호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결과,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인 경우에는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가 전범위(0-255)인지 또는 제한된 범위(16-235)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부터 열여섯 번째 데이터 값이 모두 0인 경우에는 RGB-DTV 신호로 판단하고,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부터 열여섯 번째 데이터 값이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RGB-PC 신호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결과,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인 경우에는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가 전범위(0-255)인지 또는 제한된 범위(16-235)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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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이 DEC(10진법)을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 00-15의 데이터가 모두 0이면, 제한된 범위(16-235)의

RGB-DTV 신호로 판단하고, 00-15의 데이터가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범위(0-255)의 RGB-PC 신호로 판단하게

되며, 그리고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이 HEX(16진법)을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 0-F의 데이터가 모두 0이면, 제한된 범위(16-235)의

RGB-DTV 신호로 판단하게 되며, 0-F의 데이터가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범위(0-255)의 RGB-PC 신호로 판단하

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고,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가 전범위인 경우, 상기 전범위

를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면서,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부터 열여섯 번째 데이

터 값이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를 전범위(0-255)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고,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가 제한된 범위인 경우, 상기 제

한된 범위를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면서,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부터 열여섯 번째 데이

터 값이 모두 0인 경우에는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를 제한된 범위(16-235)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black level) 오프셋(offset)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HDMI라 함은,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의 약어로 DVI에 기반을 둔 새로운 디지털 인터페이스이다.

그리고 HDMI는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를 하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통합한 포맷으로 DVD 플레이어, HDTV, 셋탑박스

등 A/V 기기에 사용된다. HDMI는 표준, 확장 혹은 HD 비디오는 물론 표준 ~ 멀티채널 오디오 신호를 지원하며, 하나의

단자로 최대 초당 5기가 대역의 비압축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소스기기로부터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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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1을 참조하여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를 도시한 표이다.

비디오 컴포넌트(video component)에 대한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 레벨은 "전범위(full range)" 또는 "제한된 범위

(limited range)"를 가질 수 있다. 다만 YCbCr 컴포넌트는 언제나 제한된 범위를 가지는 반면에, RGB 컴포넌트는 전범위

또된 제한된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상기 RGB 컴포넌트의 경우 0-255의 전범위를 가지거나 또는 16-235의 제한된

범위를 가진다.

그리고, HDMI를 통해 인가되는 영상신호는 PC용 기기(예를 들어 마스터(mastert), 퀀텀(quantum) 장비 등)를 통한 영상

신호이거나, 또는 가정용 기기(예를 들어 디지털 셋탑박스, DVD 플레이어, shibasoku 장비 등)를 통한 영상신호일 수 있

는데, 상기 PC용 기기는 전범위(0-255)의 비디오 컬러 컴포넌트 레인지를 가지는 반면, 상기 가정용 기기는 제한된 범위

(16-235)의 비디오 컬러 컴포넌트 레인지를 가진다.

그러나 종래의 HDMI에서는 HDMI를 통해 인가되는 영상신호가 상기 PC용 기기 또는 가정용 기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블랙 레벨의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장치 내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선명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RGB 0-255 PC 포맷 기준으로 HDMI가 셋팅되어 있거나, RGB 16-235 비디오 포맷 기준으

로 HDMI가 셋팅될 수 밖에 없어 사용자는 인가되는 영상신호에 따라 다른 HDMI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종래의 HDMI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HDMI가 RGB 0-255 PC 포맷 기준으로 셋팅된 경우, PC용 기기를 통해 영상신호가 보내지면 블랙 레벨은 정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때 가정용 기기를 통해 영상신호가 보내지면 블랙 레벨은 7.5IRE 만큼 올라가게 되며, 이로인해 노이

즈(noise)가 증가하고 콘트라스트(contrast)가 감소해서 입체감이 떨어지는 화질 열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

었다.

다만 여기서, IRE(Institute of Radio Engineers)는 영상신호에서 비디오 신호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진폭의 전압치와

IRE의 관계는 100IRE=714mV의 등식이 성립된다.

둘째, HDMI가 RGB 16-235 비디오 포맷 기준으로 셋팅된 경우, 가정용 기기를 통해 영상신호가 보내지면 블랙 레벨은 정

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때 PC용 기기를 통해 영상신호가 보내지면 블랙 레벨은 7.5IRE 만큼 묻히게 되며, 이로인해 저

휘도 화면에서 영상 구분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HDMI/DVI(Digital Video/visual Interactive)

로 인가되는 신호가 PC용 기기 신호인지 또는 가정용 기기 신호인지를 구분하고 가정용 기기 신호일 경우 비디오 칼러 컴

포넌트 범위가 전범위인지 또는 제한된 범위인지를 구분하여 상기 인가 신호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선명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하게 해주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에 있어

서,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인 경우에는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가 전범위(0-255)인지 또는 제한된 범위(16-235)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서 다른 형식의 블랙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설정된 블랙 레벨에 따라서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

는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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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를 기초로 H/V 주파수 값과 클럭(CLOCK)값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값으

로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표준을 참조하여 RGB-PC 신호와 RGB-DTV 신호를 구분할 수 있

다.

다만,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Vsync(수직동기신호)에 포함되는 Hsync(수평동기신호)의 개수를 계산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Vsync(수직동기신호)에 포함되는 Hsync(수평동기신호)의 개수를 계산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

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 Vsync에 포함되는 Hsync의 개수가 2개이면, RGB-PC 신호로 판단하고 1 Vsync에 포

함되는 Hsync의 개수가 5개이면, RGB-DTV 신호로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2

회이상 상기 Vtotal과 Htotal 값을 이용하여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시, 동일한 신호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인 경우,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가 전범위(0-255)인지 또는 제한된 범위(16-235)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

부터 열여섯 번째 데이터 값이 모두 0인 경우에는 RGB-DTV 신호로 판단하고,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부터 열여

섯 번째 데이터 값이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RGB-PC 신호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PC 신호인 경우,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를 전범위(0-255)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고,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면서,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

부터 열여섯 번째 데이터 값이 모두 0인 경우에는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를 제한된 범위(16-235) 기준으로 블랙 레벨

을 설정하고, 상기 HDMI 영상기기로 인가되는 신호가 RGB-DTV 신호이면서, 8비트 디지털 레벨 값의 첫 번째부터 열여

섯 번째 데이터 값이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비디오 칼러 콤퍼넌트 범위를 전범위(0-255)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HDMI 입력 모드에 따라서 블랙 레벨이 올라가서 화질 열화 문제가 발생하거나 블랙 레벨이 묻

히어서 저휘도 화면에서 영상 구분력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용자가 보다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 상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flow

chart)이다.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의 실

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 비트(bit) HDMI/DVI 디지털 신호가 영상기기로 인가된다(S10).

상기 신호가 RGB-PC 신호인지 또는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20)(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은 도 3과

도 4에 대한 설명에서 상세히 후술하겠다).

상기 판단 결과(S20), RGB-PC 신호라고 판단되면, RGB-PC 포맷(format)인 전범위(0-255)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

한다(S30).

그리고 RGB-PC 포맷 기준으로 영상처리 작업이 수행된다(S50). 우선 RGB 0-255 신호를 YCbCr 16-235 신호로 컨버트

(convert) 및 컴프레스(compress)작업을 수행(S80)하고, 다시 상기 YCbCr 16-235 신호를 RGB 0-255 신호로 컨버트

(convert) 및 데이터 범위 조정(data range scaling)을 한다(S90)(도 6 참조).

상기 판단 결과(S20), RGB-DTV 신호라고 판단되면, 상기 신호의 디지털 레벨을 우선 읽어 들인다(S40). 여기서 상기 디

지털 레벨은 다양한 수치의 진법수가 모두 가능하나, 일반적인 영상기기의 디지털 레벨 표현법을 고려하고 효율성등을 고

려할 때, 16진법(HEX) 또는 10진법(DEC)으로 상기 신호의 디지털 레벨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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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읽어들인 디지털 레벨을 고려하여 RGB-DTV 신호가 전범위(0-255)를 가지는지 또는 제한된 범위(16-235)

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60)(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5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후술하겠다).

상기 판단 결과(S60), RGB-DTV 신호가 전범위(0-255)를 가진다면, RGB-PC 포맷인 0-255 기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

한다(S70). 그리고 RGB-PC 신호와 같이 S80, S90 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상기 판단 결과(S60), RGB-DTV 신호가 제한된 범위를 가진다면, 비디오(Video) 포맷인 제한된 범위(16-235) 기

준으로 블랙 레벨을 설정하게 되며(S100), RGB 16-235 신호는 RGB 0-255 신호로 데이터 범위 조정(data range

scaling) 과정이 수행된다(S110)(도 7 참조).

도 3과 도 4는 RGB-DTV와 RGB-PC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표이다. 이하, 도 3과 도 4를 참조하여 RGB-DTV 신

호와 RGB-PC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Vtotal의 수치가 결정되면, H 개수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RGB-DTV 신호와 RGB-PC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total이 550이면, 800*600 모드로 인식하고, Vtotal이 620이면, 832*624 모드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Vtotal의

값이 H 개수의 경계값 근처에 존재하면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Htotal도 함께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즉, ADC(Analogue to Digital Converter)를 거친 이후, Htotal이 판별되면 CLK와 H/V 주파수가 결정되므로, 상기 CLK

와 H/V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RGB-DTV 신호와 RGB-PC 신호를 구분할 경우, 에러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줄

어든다. 예를 들어, Htotal이 832Pixels이고, Vtotal이 445라인(lines)인 경우(단, 주파수는 85Hz인 경우) CLK는

832*445*85=31.5MHz 픽셀 클럭(Pixel Clock)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640*350 모드인 것을 판별할 수 있다.

다만, RGB-PC 신호가 640*480 모드인 경우(단, 주파수는 60Hz인 경우)와 RGB-DTV 신호가 480p 모드인 경우에는 상

기 두 가지의 방법만으로 RGB-PC 신호와 RGB-DTV 신호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RGB-PC 신호가 640*480 모드인 경우, Htotal은 800Pixels이고, Vtotal은 525lines이어서(단, 주파수는 60Hz

인 경우) CLK는 800*525*60=25.175MHz Pixel Clock의 값을 가지고, RGB-DTV 신호가 480p 모드인 경우에도 Htotal

은 800Pixels이고, Vtotal은 525lines이어서(단, 주파수는 60Hz인 경우) CLK는 800*525*60=25.175MHz Pixel Clock

의 값을 가지는 등 Htotal, Vtotal, CLK 값이 모두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기 두 가지의 방법만으로 RGB-PC 신호와 RGB-DTV 신호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때는 상기 두 가지의 방

법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알 수 있다. 즉 2회 이상 반복하여도 같은 신호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하기 후술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2회이상의 수치는 당업자가 정할 수 있고, 이 수치 자체에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은 아

닌바, 이에 대한 단순한 수치 변경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상기 경우에는 더 나아가 Vsync(수직동기신호)안의 Hsync(수평동기신호) 개수를 계산해서 RGB-PC 신호와

RGB-DTV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GB-PC 신호가 640*480 모드(단, 주파수는 60Hz인 경우)일 때는 1Vsync

는 Hsync가 2개만 들어갈 정도로 1Vsync의 폭이 좁은 반면, RGB-DTV 신호가 480p 모드인 경우에는 1Vsync 안에

Hsync가 5개 정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1Vsync안의 Hsync 개수를 계산하여 RGB-PC 신호와 RGB-DTV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도 5 는 RGB-DTV 신호에서 비디오 칼러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가 0-255인지 또는 16-235

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표이다. 도 5를 참조하여, RGB-DTV 신호가 비디오 칼러 컴포넌트 범위로써, 전범위(0-

255)를 가지는지 또는 제한된 범위(16-235)를 가지는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DEC(10진법)을 기준으로 00-15의 데이터가 모두 0이면, 상기 제한된 범위(16-235)의 RGB-DTV 신호로 판단

하게 되며, 00-15의 데이터가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 전범위(0-255)의 RGB-PC 신호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HEX(16진법)을 기준으로 0-F의 데이터가 모두 0이면, 상기 제한된 범위(16-235)의 RGB-DTV 신호로 판단하게

되며, 0-F의 데이터가 모두 0인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 전범위(0-255)의 RGB-PC 신호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단순히 어떤 수치의 진법으로 판단할지 여부만 변경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용이 실시 가능한 것인바, 다양한 수치의

진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두 본 발명의 내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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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에 있어서는,

HDMI/DVI로 인가되는 신호가 PC용 기기 신호인지 또는 가정용 기기 신호인지를 구분하고 가정용 기기 신호일 경우 전범

위(0-255)와 제한된 범위(16-235)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HDMI 입력 모드에 따라서 블랙 레벨이 올라가서 화질 열화 문

제가 발생하거나 블랙 레벨이 묻히어서 저휘도 화면에서 영상 구분력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

용자가 보다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비디오 칼러의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를 도시한 표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HDMI 영상기기의 블랙 레벨 오프셋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제어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flow

chart)

도 3 은 RGB-DTV와 RGB-PC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표

도 4 는 RGB-DTV와 RGB-PC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표

도 5 는 RGB-DTV 신호에서 비디오 칼러 컴포넌트 범위(Video Color Component Ranges)가 0-255인지 또는 16-235

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표

도 6 은 RGB-PC 포맷 0-255의 프로세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 은 비디오 포맷 16-235의 프로세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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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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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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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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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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