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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텔레비젼  신호에  포함된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ghost  cancellation  reference <1>
signal: GCR signal)를 감지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 및 회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Koo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047,859 호 및 제 5,121,211 호는 어떤 한 신호가 표준 텔레비젼 <2>
신호와 함께 전송되는 경우, 상기 신호에 대응하는 회로가 상기 신호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스트
(ghost)", 즉 예컨대, 건물, 지형 등으로 인한 반사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의 에러가 제거되도록 하는 신
호를 공개하고 있다. 고스트 제거기(ghost canceler)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스트 제거 기준(GCR: ghost 
cancellation reference) 신호가 검출되고 처리되도록 디지털로 저장되어야만 한다. 이 신호의 검출 방법
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비디오 동기 신호처리기들에서 비디오 신호의 특정 라인의 결정을 포함해야 하
고 이어서 이 검출된 신호를 저장되어 있는 기준 GCR 신호와 비교한다. 이들 처리기들은 표준 NTSC 신호
들 또는 낮은 S/N 특성들을 갖는 표준 비디오 신호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고스트 신호(ghosted 
signal)들은 수용하지 않는다. 고스트 현상(ghosting)은 비디오 신호 동기 레벨들이 라인마다(line-to-
line) 동적으로 변하도록 야기한다. 간단한 레벨-분할(level-slicing) 방법들은 고스트 신호 조건들 하에
서 불충분하다. 이것은 수평 동기 펄스들이 수직 인터벌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카운트될 수 없게 되므로, 
검출될 GCR 신호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에러들을 유발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동기 예측(sync. predictio
n)을 포함하는 다른 방법들은 미분 또는 적분,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피드백으로 사
용한다. 이것은 동기 처리기(sync. processor)가 안정화될 수는 있지만, 몇몇 라인들에 걸친 통계적 에러
는 예측기(predictor)가 GCR 신호의 잘못된 검출을 초래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들 만큼 벗어나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GCR 신호에 대해 신뢰성 있게 검출 및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 및 회로를 제공하<3>
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1의 양상에 따르면, 이 목적은 텔레비젼 비디오 신호의 고스트 제거 기준(GCR) 신<4>
호를 검출하고 동기화 시키기 위한 회로에서 달성되고, 입력 비디오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수신하
기 위한 수단과, 그 입력 비디오 신호의 필드에서 최대 상관 피크 값(maximum correlation peak value)을 
찾기 위한 수단과, 스케일링된 피크 값(scaled peak value)을 형성하기 위하여 검출을 위한 보다 낮은 소
정의 값으로 최대의 상관 피크 값을 스케일링하기 위한 수단과, 그 스케일링된 피크 값을 사용하여 비디
오 신호의 다음 필드를 동기화하기 위한 수단, 및 GCR 신호의 추후 위치(future position)를 예측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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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의 양상은 청구범위 제 6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방법을 제공한다. 유익한 실시<5>
예들이 종속 청구범위들에서 정의된다.

Koo GCR 신호 자체는 아주 높은 에너지의 신호이다. 만약 상기 Koo GCR 신호가 저장되어 있는 기<6>
준 GCR 신호와 상관되면, 상관 피크는 아주 명확하다. 상기 상관은 낮은 S/N 비와, 고스트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dc-오프셋, 및 VCR 재생(play-back)과 같은 다른 비디오 변조(corruption)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 발명은 예측된 GCR 신호 시간 동안 정합 필터(match filter)로서 고스트 제거 필터를 이용한
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들 및 이점들은 수반되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기재될 것이다.<7>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GCR 검출 및 동기 회로의 블럭도.<8>

도 2는 도 1의 회로 중 GCR 동기 회로 부분의 블럭도.<9>

도 3은 도 2의 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10>

도  4는  PDFA가  실시간  교차  상관기(real  time  cross  correlator)로  사용되는  경우 윈도우화<11>
(windowing) 동작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5는 승산(multiply)/누산(accumulate)에 기초한 상관기가 교차 상관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12>
는 경우 윈도우화 동작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6은 승산/누산에 기초한 상관기의 블럭도.<13>

도 7은 0이 패딩된 GCR 신호(zero padded GCR signal)의 캡쳐링(capturing)을 도시하는 플로우차<14>
트.

도 8은 교차 상관(cross correlation)의 WinSize 지점의 상관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15>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GCR 검출 및 동기 회로의 블럭도이다. GCR 신호를 포함하는 수신된 비디오 신<16>
호는 아날로그-디지탈(A/D) 변환기(1)에서 디지탈화된다. 상기 A/D 변환기(1)의 출력은 바이패스 멀티플
렉서(2)의 제 1의 입력으로 직접적으로 인가되고, 상기 바이패스 멀티플렉서(2)에서의 출력은 디지탈-아
날로그(D/A) 변환기(3)에 인가되고, 상기 디지탈-아날로그(D/A) 변환기로부터의 출력은 상기 회로의 출력
을 형성한다.

A/D 변환기(1)의 출력은 프로그램 가능 디지탈 필터 어레이(programmable digital filter array; <17>
PDFA)(4)를  통해  상기  바이패스  멀티플렉서(2)의  제  2  입력과,  메모리(5)  및  승산/누산에 기초한
(multiply/accumulate  based;  MACB)  상관기(6)에도  인가된다.  그  MACB  상관기(6)로부터의 출력과 상기 
PDFA(4)로부터의 출력은 멀티플렉서(7)의 제 1 및 제 2 입력에 각각 인가되고, 상관 신호(correlation 
signal)를 포함하는 상기 멀티플렉서(7)의 출력은 GCR 동기 회로(8)에 인가된다. 상기 GCR 동기 회로(8)
는 상기 멀티플렉서(7)를 스위칭하기 위해서 상관 선택 신호를 차례로 공급한다.

GCR 검출 및 동기 회로는 상기 PDFA(4)와 바이패스 멀티플렉서(2)를 제어하기 위한 필터 구성 제<18>
어 및 적응 알고리즘 회로(filter configuration control and adaption algorithm circuit)(9)를 또한 포
함한다. 그 회로(9)는 메모리(5)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메모리(5)로 정보를 기록하도록 접속되어 있고, 
GCR 동기 회로(8)로부터 상관 모드 신호, GCR 윈도우 신호, GCR 존재 신호(GCR present signal), 및 초기
화 신호를 수신한다. GCR 윈도우 신호는 또한 MACB 상관기(6)의 제어 입력에 인가된다.

도 1에 도시된 회로는 고스트 제거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주요 회로 기능은 다음의 3가지 <19>
중요한 동작 모드로 이루어져 있다.

1. GCR 평균화(GCR Averaging)<20>

2. 채널 적응(Channel Adaptation)<21>

3. 필터 계수 갱신(Filter Coefficient Update)<22>

평균화 모드 동안, GCR 신호는 정확하게 위치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평균이 발생할 <23>
것이다. MACB 상관기(6)와 함께 GCR 동기 회로(8)는 상기 GCR 신호 라인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에 대
한 독창적인 접근을 포함한다. 채널 적응 및 필터 계수 갱신은 순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
으며, GCR 동기 회로(8)는 이들 회로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터 구성 제어 및 적응 알고리즘 회로(9)는 임의의 일반적인 목적의 마이크로프로세서(μ P)로 <24>
구현될 수도 있다. PDFA(4)는 약 500개의 탭(tap)을 가져야만 하고, 단일의 N-탭 FIR 필터로서 사용자 프
로그램가능한 계수들로 사용자 형성가능해야만 한다. 세 개의 필립스 GB-180 필터 칩들이 PDFA(4)에 대해 
사용될 수도 있다.

전원인가 시, GCR 동기 회로(8)는 μ Pg를 초기화하도록 신호하고, μ Pg는 PDFA(4)를 리셋하고, <25>
바이패스 멀티플렉서(2)를 "BYPASS" 모드로 위치시킨다. 초기화 후에, GCR 동기 회로(8)는 PDFA(4)를 상
관 모드로 배치하고 CorrMode 신호 라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시간-예약(time-reserved) GCR 신호를 갖는 필
터 계수를 로딩하도록 μPg에게 신호하며, 상기 CorrMode 신호 라인은 사실상, PDFA(4)를 실시간 GCR 교
차 상관기로 전환시킨다. 이어서 상관 피크가 GCR 동기 회로(8)에 의해 검출되는 경우, 피크 값은 축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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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장된다. GCR 동기 회로(8)는 이때 상관 피크 사이의 시간(  T)을 측정하고 저장한다. 저장된  T는 

"윈도우"(GCR-Window)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고, 윈도우는 GCR  신호의 길이에 대해서 활성적이다. 만약 
상관 피크가 검출되지 않으면, 어떤 GCR 신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수신된 GCR 신호가 없으
면 디고스팅(de-ghosting)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로는 비디오가 바이패스되는 동안 계속해서 상관 피크
를 검색한다.

일단 상관 피크와  T 값이 결정되면, 두 동작 모드가 가능하다. 첫 번째 동작 모드는 활성 <26>
GCR-Window 동안 실시간 교차 상관기로서 PDFA(4)를 사용하고 비활성 GCR-Window에 대해서 고스트 제거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디오 신호가 GCR-Window 주기 동안 바이패스되는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동작 모드는 저장된 GCR 신호와 캡쳐된 GCR 신호 오프-라인 사이의 교차 상관을 계산하기 위해 MACB 
상관기(6)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차  상관기의 "WinSize"  지점을  계산함으로써,  상기  GCR  신호는  활성 
GCR-Window 주기 동안 캡쳐될 수 있고, 교차 상관의 모든 관련된 지점은 다음 활성 GCR-Window 주기 전에 
MAC에 기초한 상관기(6)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두 경우에 있어서, 만약 상관 피크가 검출되지 않으면, 
INIT 신호가 활성화되고, 회로는 전원인가 시와 동일한 지점으로부터 초기화된다. 만약 상관 피크가 검출
되면, GCR-Present 신호가 어서트되고, 이는 다음 번 평균화의 반복에서 마지막으로 캡쳐된 GCR 신호를 
사용할 것을 μPg에게 신호한다. 윈도우된 GCR 동기 기능을 수행하는 MACB(6) 상관기(6)를 사용하는 것의 
이점은 어떠한 비디오 신호도 바이패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 2는 도 1의 회로 중 GCR 동기 회로(8)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입력(10)에서 수신되는, 상관 신<27>
호는 제 1 멀티플렉서(12)의 제 1 입력(14)에 인가된다. 또한 상관 신호는 지연 회로(20)를 통해 제 2 멀
티플렉서(22)의 제 1 입력(24)에 인가된다. 임계 발생기(threshold generator)(32)는 최소 임계 신호를 
제 1 멀티플렉서(12)의 제 2 입력(16)과 제 2 멀티플렉서(22)의 제 2 입력(26)에 인가한다.

제 1 멀티플렉서(12)의 출력(18)은 제 1 크기 비교기(first magnitude comparator)(34)의 제 1 <28>
입력(36)에 인가된다. 제 2 멀티플렉서(22)의 출력(30)은 제 1 크기 비교기(34)의 제 2 입력(38)에 접속
된 Q 출력(44)을 갖는 피크 레지스터(peak register)(42)의 D 입력에 인가된다. 피크 레지스터(42)의 출
력(44)은  또한  제  1  가산기  회로(adder  circuit)(46)의  제  1  입력에  인가되고,  2로  분할하는 분할기
(divide-by-2 divider)(54)를 경유해서, 제 1 가산기(46)의 제 2 입력(50)에 인가된다. 제 1 가산기(46)
로부터의 출력(52)은 제 2 멀티플렉서(22)의 제 3 입력(28)에 인가된다.

제 1 크기 비교기(34)로부터의 출력(40)은 상태 머신(state machine)(54)의 임계-GT 신호 입력<29>
(threshold-GT signal input)에 인가된다. 상태 머신(54)은 GCR 신호의 존재를 결정하고 GCR-Present 신
호, GCR-Window  신호, 초기화 신호(INIT),  및 상관 모드(CorrMode)  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상태 머신
(54)은 업/다운 카운트(Count-UD) 신호, Count-CE 카운트 인에이블 신호, 및 카운트-LE 래치 인에이블 신
호를 발생한다. 이들 신호는 카운터(56)의 업/다운 스위칭 입력, 및 카운터(56)의 CE 입력과 LE 입력에 
각각 인가된다.

검색 값 발생기(search value generator)(58)는 검색 값 신호를 제 3 멀티플렉서(60)의 제 1 입<30>
력(62)에 인가하는데, 제 3 멀티플렉서(60)는 영 신호 발생기(zero signal generator)(70)로부터 그 자신
의 제 2 입력(64) 상의 영 신호를 수신한다. 제 3 멀티플렉서(60)의 출력(68)은 카운터(56)의 카운트 값
(LOAD-VAL) 입력에 인가된다.

카운터(56)의 카운트 값 출력은 제 2 크기 비교기(72)의 제 1 입력(74)과, 제 3 크기 비교기(8<31>
0)의 제 1 입력(82)과, 상태 머신(54)의 카운트 값 입력, 및 제 2 가산기(88)의 제 1 입력(90)에 인가되
고, 제 2 가산기(88)의 제 2 입력(92)은 GCR-End 신호 발생기(96)로부터 출력을 수신하고, 제 2 가산기
(88)로부터의 출력(94)은 델타 T 레지스터(delta T register)(98)의 D 입력에 인가된다.

델타 T 레지스터 래치 인에이블 신호(delta T register latch enable signal) LE는 상태 머신<32>
(54)에 의해 발생되고, 델타 T 레지스터(98)의 LE 입력에 인가된다. 델타 T 레지스터(98)로부터의 Q 출력
은 제 2 크기 비교기(72)의 제 2 입력(76)과 감산기(100)의 제 1 입력(102)에 인가된다. 감산기(100)의 
제 2 입력(104)은 GCR-Len 신호 발생기(108)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감산기(100)로부터의 출력(106)은 
제 3 크기 비교기(80)의 제 2 입력(84)에 인가된다.

제 2 크기 비교기(72)의 출력(78)과 제 3 크기 비교기(80)의 출력(86)은 각각 AND-게이트(108)의 <33>
제  1  및  제  2  입력에  접속되고,  AND-게이트(108)의  출력은  상태  머신(54)의  윈도우  신호  입력에 
접속된다.

상태 머신(54)은 제 1 멀티플렉서(12)를 스위칭하기 위한 임계 비교 선택 신호와, 제 2 멀티플렉<34>
서(22)를 스위칭하기 위한 임계 레지스터 선택 신호와, 피크 레지스터(42) 용의 임계 레지스터 LE 래치 
인에이블 신호, 및 제 3 멀티플렉서(60)를 스위칭하기 위한 로드 값 선택 신호를 더 발생한다.

도 3은 GCR 동기 회로(8), 특히 상태 머신(54)의 동작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블럭(200)에서 시작 <35>
후에, 블럭(202)에서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이 검색 값으로 설정되고, 피크 레지스터(42)가 임계 최소값
으로 설정되며 상관 모드 신호가 활성으로 설정되는 초기화가 수행된다. 블럭(204)에서, 상관 입력 신호
가 피크 레지스터(42)의 값보다 큰 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된다. 크다면, 블럭(206)에서 현재의 상관 입
력 신호 값은 피크 레지스터(42)에 입력되고,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블럭(208)에서 감소된다. 크지 
않다면,  프로그램은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이  감소하는  블럭(208)으로  바로  진행한다,  이어서, 블럭
(210)에서,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이 0(zero)과 같은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같지 않다면, 프로그램은 
현재의 상관 입력 신호가 피크 레지스터(42)의 값과 비교되는 블럭(204)으로 되돌아간다. 같다면, 블럭
(212)에서, 피크 레지스터(42)의 값은 임계 발생기(32)에 의해 발생된 임계 최소값과 비교된다. 이 값이 
임계 최소값과 같지 않다면, 프로그램은 초기화 블럭(202)으로 되돌아간다. 같다면, 블럭(214)에서, 피크 
레지스터(42)는 분할기(54)와 제 1 가산기(46)를 통해 자신의 이전 값의 3/4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어서 프로그램은 상관 입력 값이 피크 레지스터(42)의 현재 값에 비교되는 블럭(216)으로 진행<36>
한다. 만약 상관 입력 신호 값이 피크 레지스터(42)의 현재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블럭(218)에서,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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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56)의 카운트 값은 증가하고, 블럭(220)에서, 카운터(56)의 현재 카운트 값이 소정의 최대 값과 동일
한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동일하다면, 프로그램은 블럭(202)으로 돌아가지만, 동일하지 않다면, 프로그
램은 블럭(216)으로 돌아간다.

만약, 블럭(216)에서, 상관 입력 신호 값이 현재 피크 레지스터(42)의 값보다 크면, 카운터(56)<37>
의 카운트 값은 블럭(222)에서 0과 동일하게 설정되고, 블럭(224)에서, 현재 카운트 값이 소정의 지연보
다 큰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크지않다면, 블럭(226)에서,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증가되고 프로그램
은 블럭(224)으로 돌아간다. 크다면, 블럭(228)에서, 상관 입력 신호는 현재 피크 레지스터(42)의 값과 
비교된다. 현재 상관 입력 신호의 값이 현재 피크 레지스터(42)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블럭(230)에서 증가되고 이어서 현재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블럭(232)에서 소정의 최대
값과 비교된다. 카운터(56)의 현재 카운트 값이 소정의 최대 값보다 작다면, 프로그램은 블럭(228)으로 
돌아간다. 카운터(56)의 현재 카운트 값이 소정의 최대 값과 동일하다면, 프로그램은 블럭(202)으로 돌아
간다.

블럭(228)에서,  상관 입력 신호의 현재 값이 피크 레지스터(42)의  현재 값보다 크다면, 블럭<38>
(234)에서, 델타 T 레지스터(72)는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에 GCR-End 신호를 더한 것과 동일하게 설정된
다. 이어서, 블럭(236)에서, GCR 동기 신호는 윈도우화된다. 이어서 프로그램은 초기화 블럭(202)으로 돌
아간다.

PDFA(4)를 이용하는 GCR 동기의 윈도우화에 대한 절차는 도 4의 흐름도에 도시된다. 블럭(300)에<39>
서  시작  후에,  상관  모드  신호는  비활성으로  설정되고  카운터(56)는  블럭(302)에서  0(zero)으로 
설정된다. 이어서, 블럭(304)에서, GCR-Window 신호에 상승 에지(rising edge)가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
된다. 없다면,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블럭(306)에서 증가하고 프로그램은 블럭(304)으로 돌아간다. 
있다면, 상관 모드 신호는 블럭(308)에서 활성으로 설정되고, 이어서, 블럭(310)에서, Threshold-GT 신호
가 활성인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활성이라면, 블럭(312)에서, GCR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신호가 발생되고 
이어서 블럭(314)에서, GCR-Window 신호에 하강 에지(falling edge)가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
면, 블럭(316)에서,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증가되고 프로그램은 블럭(314)으로 돌아간다. 있다면, 프
로그램은 블럭(302)으로 돌아간다. 블럭(310)에서, Threshold-GT 신호가 활성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카운
터(56)의 카운트 값은 블럭(318)에서 증가되고 블럭(320)에서 GCR-Window 신호에 하강 에지가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면, 프로그램은 블럭(310)으로 돌아간다. 있다면, 블럭(322)에서, 초기화 신호가 
발생되고 프로그램은 블럭(324)에서 종료한다.

MACB 상관기(6)를 이용하는 GCR 동기의 윈도우화에 대한 절차는 도 5에 도시된다. 블럭(400)에서 <40>
시작  후에,  블럭(402)에서,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0으로  설정된다.  이어서,  블럭(404)에서, GCR-
Window 신호 내에 상승 에지가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면,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블럭(40
6)에서 증가되고 이어서, 프로그램은 블럭(404)으로 돌아간다. 있다면, 블럭(408)에서, GCR-Window 신호
에 하강 에지가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면,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블럭(410)에서 증가되고 
프로그램은 블럭(406)으로 되돌아간다. 있다면, 블럭(412)에서, 카운터(56)의 카운트 값은 0으로 설정되
고, 블럭(414)에서, Threshold-GT 신호가 활성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활성이라면, 블럭(416)에서, GCR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신호가 발생되고, 이어서 프로그램은 블럭(406)으로 돌아간다. 활성이 아니라면, 블럭
(418)에서 GCR-Window 신호에 상승 에지가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면, 블럭(420)에서, 카운터
(56)의 카운트 값은 증가되고 프로그램은 블럭(414)으로 돌아간다. 있다면, 블럭(422)에서, 초기화 신호
가 발생되고 프로그램은 블럭(424)에서 종료한다.

도 6은 MACB 상관기(6)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GCR-Window 신호는 n_CE 신호와 n_RST 신호, 및 <41>
m_CE 신호와 m_RST 신호를 n 인덱스 카운터(602)와 m 인덱스 카운터(604)의 각 입력으로 선택적으로 인가
하는 상태 머신(600)으로 인가된다. n 인덱스 카운터(602)에서의 카운트 출력은 RangeLow 입력에서 발생
기(608)로부터 신호 WinSize/2를 수신하는 범위 비교기(range comparator)(606)의 CompVal 입력으로 인가
된다.  n  인덱스  카운터(602)에서의  카운트  출력과  발생기(608)에서의  WinSize/2  신호는  계산 처리기
(calculation processor)(610)의 각 입력으로 인가된다. m 인덱스 카운터(604)에서의 카운트 출력은 상기 
계산  처리기(610)의  m  카운트  입력과,  동등  비교기(equality  comparator)(612)의  제  1  입력으로 
인가된다. 동등 비교기(612)의 제 2 입력은 발생기(614)로부터 WinSize 신호를 수신하고 자신의 출력을 
상태 머신(600)의 m_done 입력으로 인가한다.

계산 처리기(610)는 다음의 계산들을 수행한다.<42>

및<43>

신호(m1)를 전달하는 계산 처리기(610)로부터의 제 1 출력은 자신의 출력에서 InRange 신호를 상<45>
태 머신(600)의 InRange 입력에 인가하는 범위 비교기(606)의 RangeHigh 입력에 인가된다.

멀티플렉서(616)는 제 1 입력에서 A/D 변환기(1)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제 2 입력에서 영 신<46>
호를 수신한다. 상태 머신(600)은 RAMDataSel 신호를 멀티플렉서(616)의 스위칭 입력에 인가한다. 멀티플
렉서(616)로부터의 출력은 GCR  캡쳐  RAM(GCR  capture  RAM)(618)의  데이타  입력에  인가되고,  GCR  캡쳐 
RAM(618)은 자신의 어드레스 입력에서 n 인덱스 카운터(602)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한다. R/W(판독 또는 기
록) 신호는 상태 머신에 의해 RAM(618)의 R/W 입력에 인가되지만, RAM(618)으로부터의 출력은 누산 처리
기(accumulation processor)(620)의 A 입력에 인가된다.

신호(m2)를 전달하는 계산 처리기(610)로부터의 제 2 출력은 자신의 DataOut 신호를 누산 처리기<47>
(620)의 B 입력에 인가하는 GCR-ROM(622)의 어드레스 입력에 인가된다. 상태 머신(600)은 ACC_EN 신호 및 
ACC_RST 신호를 누산 처리기(620)에 인가한다.

누산 처리기(620)는 계산 MACC = MACC + A*B를 결정하고, 이것은 상관 출력으로서 자신의 출력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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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가된다.

도 7은 0 패딩된 GCR을 캡쳐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한다. 블럭(700)에서 POWER ON 후, n_RST 신호<49>
와, m_RST 신호 및 ACC_RST 신호는 블럭(702)에서 활성화된다. 이어서, 블럭(704)에서, GCR-Window 신호
에 상승 에지가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면, 프로그램은 블럭(704)으로 돌아간다. 있다면, 블럭
(706)에서, n_CE 신호와 RAM_WE 신호가 활성화된다. 다음으로, 블럭(708)에서, n_count가 범위 내에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면, 영 패드 값(zero pad value)은 블럭(710)에서 GCR_RAM에 저장되지만, 있
다면, GCR 값은 블럭(712)에서 GCR_RAM에 저장된다. 둘 중 어느 경우에서, 프로그램은 이어서 GCR-Window 
신호가 활성인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블럭(714)으로 진행한다. 활성이라면, 프로그램은 블럭(706)으로 돌
아가지만,  그 반대의 경우,  블럭(716)에서,  n_RST  신호가 활성화(active)되고 RAM_WE  신호가 비활성화
(inactive)된다. 이어서 프로그램은 블럭(718)의 상관 처리로 진행하고 이어서 블럭(702)으로 돌아간다.

도 8은 교차 상관의 WinSize 지점의 상관 절차를 도시한다. 블럭(800)에서 시작 후에, n_CE 신호<50>
는 블럭(802)에서 활성화된다. 블럭(804)에서, n_count가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없다면, 
프로그램은 블럭(802)으로 돌아간다. 있다면, ACC_EN 신호는 블럭(806)에서 활성화된다. 블럭(808)에서, 
n_count가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있다면, 프로그램은 블럭(806)으로 돌아간다. 없다면, 
블럭(810)에서, m_done  신호가 활성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활성이 아니라면, 블럭(812)에서, ACF_RST 
신호와, m_CE 신호 및 n_RST 신호가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은 블럭(802)으로 돌아간다. 활성이라면, 프로그
램은 블럭(814)에서 종료한다.

본원 공지된 구성의 수많은 수정 및 변형이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51>
상기 기재된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모든 변경들이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본 발명은 (전용) 하드웨어 및/또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로 로딩된 컴퓨터에 의
해 구현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젼  비디오  신호의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ghost  cancellation  reference  signal:  GCR 
signal)를 검출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회로에 있어서,

입력 비디오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입력 비디오 신호의 필드에서 최대 상관 피크 값(maximum correlation peak value)을 찾기 
위한 수단과,

스케일링된 피크 값(scaled peak value)을 형성하기 위하여 검출을 위한 보다 낮은 소정의 값으
로 상기 최대 상관 피크 값을 스케일링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스케일링된 피크 값을 사용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의 다음 필드를 동기화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GCR 신호의 추후 위치(future position)를 예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고스트 제거 기
준 신호 검출 및 동기화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상기 비디오 신호의 후속 필드에서 다음 상관 피크에 대하여 테스트하기 위해 윈도
우를 개방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 검출 및 동기화 회
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GCR의 추후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비디오 디고스팅 필터(video de-ghosting 
filt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 검출 및 동기화 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디고스팅 필터는 상기 비디오 신호의 디고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회로들과 공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 검출 및 동기화 회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디고스팅 필터는 별개의 GCR 정합 필터(separate CR match filt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 검출 및 동기화 회로.

청구항 6 

텔레비젼 비디오 신호의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를 검출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입력 비디오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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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 비디오 신호의 필드에서 최대 상관 피크 값을 찾는 단계와,

스케일링된 값을 형성하기 위하여 검출을 위한 보다 낮은 소정의 값으로 상기 최대 상관 피크 값
을 스케일링하는 단계와,

상기 스케일링된 피크 값을 사용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의 다음 필드를 동기화하는 단계와,

상기 GCR 신호의 추후 위치를 예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고스트 제거 기준 신호 검출 및 동기화 
방법.

요약

텔레비젼 비디오 신호의 고스트 제거 기준(GCR) 신호를 검출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회로는 입력 
비디오 신호의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수신하고, 상기 입력 비디오 신호의 필드에서 최대 상관 피크 값을 
찾고, 스케일링된 피크 값을 형성하기 위해서 검출을 위한 낮은 소정의 값으로 상기 최대 상관 피크 값을 
스케일링하고, 상기 스케일링된 피크 값을 이용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의 다음 필드를 동기화하며, GCR 신
호의 추후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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