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50577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N 7/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50577

2004년06월16일

(21) 출원번호 10-2002-0078434

(22) 출원일자 2002년12월10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정유영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주공3단지아파트332-1803

이영호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12-5302호

양승준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통동청명마을3단지아파트대우아파트301동1204호

(74) 대리인 정홍식

심사청구 : 없음

(54)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방법

요약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디인터레이싱 장치는 보간할 현재필드의 전후 필드인 이전필드 및 다음필

드를 기준으로,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움직임 보상이 있는 시간적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보

간값을 생성하고, 보간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제1 보간값으로 출력하는 움직임 보상부, 보간할 픽셀의 주변 픽

셀의 화소값을 사용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제2 보간값을 생성하는 공간적 보간부, 및 제1 및 제2 보간값을 소정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출력부를 구비한다. 이에 의해, 움직임 보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구현이 용

이하며 처리속도가 빠른 디인터레이싱이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인터레이스 스캔, 프로그레시브 스캔, SAD, 디인터레이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블럭도,

도 2는 도 1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의 상세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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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의 SAD 계산부의 상세 블럭도,

도 4는 도 2의 움직임 정보부의 상세 블럭도, 그리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동작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a ~ 100n : 움직임 보상 보조부 110 : SAD 계산부

111 : 세그먼트 SAD산출부 113 : SAD 버퍼

115 : 블럭 SAD산출부 120 : 움직임 정보부

121 : 움직임 정보산출부 123 : 움직임 정보버퍼부

125 : 가중치 산출부 130 : 시간적 보간부

140 : 메모리 액세스부 150 : 움직임 선택부

200 : 제1 멀티플렉서 250 : 제2 멀티플렉서

300 : 공간적 보간부 350 :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보간

값 및 혼합값을 산출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최종 보간값 및 혼합값으로 선택하여, 구현이 용이하면서 처리속도가 빠

른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캔방식에는, 인터레이스 스캔(interlace scan)방식과 프로그레시브 스캔(progressive sca

n)방식이 있다. 인터레이스 스캔 방식은 일반적인 TV 등에 사용되며, 하나의 영상을 표시할 때, 하나의 이미지 프레

임을 두개의 필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두개의 필드는 top 필드

와 bottom 필드, upper 필드와 lower 필드, odd 필드와 even 필드 등으로 불리운다.

이에 대해, 프로그레시브 스캔(혹은 non-interlaced scan)방식은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 TV 등에 사용되며, 필름을 

스크린에 영사하듯이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을 프레임 단위로 하여 전체 프레임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디인터레이싱 장치란, 상술한 인터레이스 스캔방식의 영상신호를 프로그레시브 스캔방식의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장

치를 말한다. 프로그레시브 스캔방식을 사용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증가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스캔방식을 사

용하는 장치들간의 데이터 교환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레이스 스캔방식을 프로그레시브 스캔방식으로 변환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인터레이스 스캔방식의 영상신호를 프로그래시브 스캔방식의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디인터레이싱 혹은 보간(interpol

ation)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보간할 현재필드의 라인정보를 단순히 반복하

는 라인 반복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구현이 용이하나, 보간된 화면의 해상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며, 특정 시점의 특정

한 이미지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필드의 두 라인사이의 영역에 그 두 라인의 데이터를 이분한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필드를 구현하는 공간적 보간(spatial interpolation) 방법, 및 현재필드의 라인사이에 현재필드 

전후 필드의 라인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구현하는 움직임 보상이 없는 시간적 보간(temporal interpolation)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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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보간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보간된 화면이 열화되어 화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필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속적인 필드 데이터 대하여 화면을 여러개의 

블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블럭에 대해 움직임을 구하고, 그 움직임벡터를 참조하여 현재 프레임의 화면을 보간하는 

움직임 보상 보간(Motion-compensated interpolation)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보상 보간 방법은 미국 특

허 제5,777,682호(Motion-compensated interpolation, 발행일 : 1998년 7월 7일) 등에 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움직임 정도를 추정하여 움직임에 따라 프레임을 보간하는 움직임 적응 보간방법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 

적응 보간방법은. 미국 특허 제5,027,201호(Motion detection apparatus as for an interlace to non-interlace sca

n converter, 발행일 : 1991년 6월 25일), 미국 특허 제5,159,451호 (Field memory expansible line doubler for te

levision receiver, 발행일 : 1992년 10월 27일) 등에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움직임 적응 보간방법은 하드웨어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구현이 용이하며 비용도 적게 드나, 화질

개선의 성능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움직임 보상 보간방법은, 움직임 추정을 위해 보간할 현재필드 및 참

조필드로부터 많은 픽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드 혹은 프레임 메모리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액

세스하거나, 큰 용량의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구현이 복잡하며, 구현 비용도 상승하게 된

다. 더구나, 움직임 보상 보간방법은, 움직임 추정 및 보상을 위해 블럭 단위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므로, 오류정정 단위가 블럭 단위로 이루어져 보간된 영상에 블럭 아티팩트(block artifact)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이를 막기 위해 후처리 과정 등이 필요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게 된다는 문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움직임 보상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여, 구현이 용이하면서 처리속도도 빠 른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 장치는, 보간할 현재필드의 전후 필드인 이전필드 및 다음

필드를 기준으로,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움직임 보상이 있는 시간적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보간값을 생성하고, 상기 보간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제1 보간값으로 출력하는 움직임 보상부, 상기 보간할 픽

셀의 주변 픽셀의 화소값을 사용하여, 상기 보간할 픽셀에 관한 제2 보간값을 생성하는 공간적 보간부, 및 상기 제1 

보간값과 상기 제2 보간값을 소정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 보상부는,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할 픽셀에 대한 움직임 정보에 기초한 혼합값

을 더 산출하며, 상기 혼합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상기 소정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움직임 보상부는, 상기 다음필드 및 상기 이전필드를 기준으로,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위치가 

설정되는 소정의 탐색영역 단위별로 SAD(Summed Absolute Difference)값을 더 산출하며,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보간값 및 상기 소정의 가중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움직임 보상부는,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값, 상기 SAD값, 및 상기 혼합값을 각각 생성

하는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기, 및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보간값 및 상기 혼합값 중에서 각각 선택된 어느 

하나를 상기 제1 보간값 및 상기 소정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선택부를 포함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움직임 보상 보조부는, 상기 SAD 값을 산출하는 SAD 계산부, 상기 혼합값을 생성하는 움직임 정보부, 및 

상기 보간값을 산출하는 시간적 보간부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SAD 계산부는, 소정의 크기를 갖는 

라인에 대하여 세그먼트 SAD값을 산출하는 세그먼트 SAD산출부, 상기 세그먼트 SAD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세그먼

트 SAD값을 라인별로 저장하는 SAD 버퍼, 및 상기 SAD 버퍼에 저장된 상기 세그먼트 SAD값을 합산하여 상기 SAD

값을 산출하는 블럭 SAD산출부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움직임 정보부는, 상기 보간할 픽셀을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

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움직임 정보 산출부, 상기 움직임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혼합값이 저장되는 움직임 정보버퍼부, 및 상기 움직임 정보버퍼부를 참조하여, 상기 혼합값을 산출하

는 가중치 산출부를 포함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선택부는, 상기 보간값중에서 어느 하나를 상기 제1 보간값으로 출력하는 제1 멀티플렉서, 상기 

혼합값중에서 어느 하나를 상기 소정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제2 멀티플렉서, 및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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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제어하는 움직임 선택부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움직임 선택부는, 상기 SAD값 중에서 가장

작은 SAD값을 산출한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는 상기 보간값 및 상기 혼합값이 선택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a) 보간할 현재필드의 전후 필드인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를 기준으로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움직임 보상이 있는 시간적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보간값을 생성하고, 상기 

보간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제1 보간값으로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보간할 픽셀의 주변 픽셀의 화소값을 사

용하여, 상기 보간할 픽셀에 관한 제2 보간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1 보간값과 상기 제2 보간값을 소정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a) 단계는,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할 픽셀에 대한 움직임 정보에 기초한 혼합값을 산출

하며, 상기 혼합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상기 소정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a) 단계는, 상기 다음필드와 상기 이전필드를 기준으로,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위치

가 설정되는 소정의 탐색영역 단위별로 SAD값을 산출하며,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보간값 및 상기 소정의

가중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복수의 추정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값, 상기 SAD 값, 및 상기 움직임 정보를 각각 생

성하는 단계, 및 (a2) 상기 (a1) 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보간값 및 상기 혼합값 중 어느 하나

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a1) 단계는, 상기 SAD 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혼합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SAD값을 산출하는 단계는, 소정의 크기를 갖는 라인에 대하여 세그먼

트 SAD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세그먼트 SAD값을 라인별로 저장하는 단계, 및 저장된 상 기 세그먼트 SAD값을 합

산하여 SAD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혼합값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

할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움직임 정보에 대응하여 기저장된 혼합값을 조회하여, 상기 혼합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상기 (a2) 단계는, 상기 SAD값 중에서 가장 작은 SAD값을 산출한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는 상기 

보간값 및 상기 혼합값이 선택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블럭도이다. 본 디인터레이싱 장치는,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motio

n compensation assistant part) (100a~100n), 움직임 선택부(150), 제1 멀티플렉서(200), 제2 멀티플렉서(250), 

공간적 보간부(spatial interpolation part)(300), 및 출력부(350)로 구성된다.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는 각각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인터레이스 스캔방식의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필드가 순차적으로 입력되며, 동시에 각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별로 추정된 움직임 벡터(V1~Vn)

가 각각 입력된다. 이때, 현재 보간할 필드를 현재 필드(current field)라 하고, 현재필드에 시간적으로 전후의 필드를 

각각 이전필드(previous field) 및 다음필드(next field)라고 한다. 또한, 각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는 입력

되는 추정된 움직임 벡터(V1~Vn)는 움직임 검출을 통해 산출된 움직임 벡터가 아니라, 추정되는 움직임 벡터이다.

보간을 위해서는 현재 필드와, 참조 필드(reference field)인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사이에서 가장 비슷한 블럭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이라 하며, 블럭이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하는 변위를 나타내

는 것을 움직임 벡터(moving vector)라고 한다. 즉, 움직임 벡터는 2차원 정보로, 참조 필드와 현재 필드에서 블럭의 

이동을 X-Y 이차원 좌표상의 이동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움직임 벡터는 가로 방향의 움직임 크기와 세로 방

향의 움직임 크기로 구성되며, 이러한 움직임 벡터가 가르키는 위치에서 해당 블럭을 불러와 보간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추정된 움직임 벡터(V1~Vn)를 사용하여, 해당 추정 움직임 벡터가 가르키는 위치별로 복

수의 보간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보간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는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를 기준으로, 입력되는 추정 움직임 벡터

(V1~Vn)가 가르키는 해당 영역을 참조하여, 각각 소정 블럭 단위의 SAD(Summed Absolute Difference) 값(A1~A

n), 혼합을 위한 혼합값(B1~Bn), 및 움직임 보상 시간적 보간(motion compensated temporal interpolation)을 사용

한 보간값(C1~Cn)을 각각 산출한다.

움직임 선택부(150)는 각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에서 출력되는 각 SAD값(A1~An)에 기초하여, 각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중 어느 하나의 출력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제1 및 제2 멀티플렉서(200, 250)의 출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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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다. 이러한 제어에 의해, 제1 및 제2 멀티플렉서(200,250)는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에서 출력

되는 혼합값(B1~Bn) 및 보간값(C1~Cn)중에서 각각 선택된 어느 하나를 제1 보간값 및 가중치(α)로 출력부(350)에

출력한다.

공간적 보간부(300)는 현재필드에서 보간할 픽셀을 기준으로 그 주변의 픽셀들의 화소값을 이용하는 공간적 보간(sp

atial interpolation)을 수행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제2 보간값을 산출한다.

출력부(350)는 제1 멀티플렉서(200)에서 출력되는 제1 보간값과, 공간적 보간부(300)에서 출력되는 제2 보간값을, 

제2 멀티플렉서(250)에서 출력되는 가중치(α)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한다. 출력부(350)에서 출력되는 값이 최종

보간값이 된다.

도 2는 도 1의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중 첫번째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의 상세 블럭도이다. 복

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는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도면을 참조하면,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는, SAD 계산부(110), 움직임 정보부(120), 시간적 보간부(130), 및 메

모리 액세스부(140)로 구성된다.

SAD계산부(110)는 이전필드와 다음필드를 기준으로, 추정된 움직임 벡터(V1)가 가르키는 위치에서, 소정 크기의 매

크로블럭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비교하여, SAD값을 산출한다. SAD 계산부(110)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그먼

트 SAD산출부(111), SAD 버퍼(113), 및 블럭 SAD산출부(115)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세그먼트SAD 산출부(111)

는 이전필드와 다음필드에서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정해지는 위치의 일정한 크기의 라인 세그먼트에 해당

하는 이미지를 비교하여 라인 SAD값을 구한다. 구해진 라인 SAD값은 SAD 버퍼(113)에 전달된다. SAD 버퍼(113)

는 상위 라인의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라인 세그먼트의 SAD 값을 저장하고 있다. 블럭 SAD산출부(115)는 SAD 버퍼

(113)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모두 더하여 매크로블럭의 SAD값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움직임 정보부(120)는 현재필드의 보간할 픽셀을 기준으로 이전필드와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보를 픽셀단위로 산

출한다. 이 경우에도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에서 참조할 영역은 입력되는 추정 움직임 벡터(V1)가 가르키는 곳이 된다

.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는 산출된 움직임 정보를 바탕으로 혼합을 위한 혼합값을 산출한다. 움직임 정보부(120)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움직임 정보산출부(121), 움직임 정보버퍼부(123), 및 가중치 산출부(125)로 구성할 수 있

다. 이 경우, 움직임 정보산출부(121)는, 추정된 움직임 벡터(V1)를 참조하여 보간할 현재 필드의 각 픽셀별로 움직임

여부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값을 검출한다. 검출된 움직임 정보값은 움직임 정보버퍼부(123)에 전달되어 저장된다. 

움직임 정보버퍼부(123)에는 각각의 움직임 정보값에 대응하는 혼합값이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가중치 산출

부(121)는 이를 참조하여 움직임 정보산출부(121)에서 출력되는 움직임 정보에 기초하여 검색테이블에 저장된 혼합

값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때, 출력되는 혼합값은 보통 0과 1사이의 값이 된다.

시간적 보간부(130)는 입력되는 추정된 움직임벡터(V1)를 가르키는 이전필드와 다음필드의 영역을 참조하여, 움직

임 보상 시보간(motion compensated temporal interpolation)을 수행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보간값을 산출한다.

메모리 액세스부(140)는 현재필드의 보간할 픽셀 주위의 라인, 및 이전 필드 및 다음 필드에서 추정 움직임 벡터(V1)

가 가르키는 해당 영역을 저장하고, 이를 SAD계산부(110), 움직임 정보부(120) 및 시간적 보간부(130)에 각각 제공

한다.

상술한 동작과정은 모든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에서 동일한 과정에 의해 수행되며, 단지 입력되는 추정된 

움직임 벡터(V1~Vn)에 따라 SAD값, 움직임 정보값. 및 보간값의 산출시 참조되는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의 영역만이

달라지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동작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흐름도를 참조하면, 먼저 각 움

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필드, 및 각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별로 각각 서로 

다른 추정된 움직임 벡터(V1~Vn)가 입력되어, 상술한 방법에 의해, 보간값 및 혼합값 혹은 가중치(α)가 각각 산출된

다(S300).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에서는 동시에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SAD 값도 각각 산출된다.

움직임 선택부(150)는 각 움직임 보상 보조부(100a~100n)에서 산출된 SAD값을 참조하여, 가장 적은 SAD 값을 산

출한 움직임 보상 보조부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 멀티플렉서(200, 250)의 출력을 제어하여, 가장 적은 S

AD 값을 산출한 움직임 보상 보조부에서 산출된 보간값 및 가중치가 출력부(350)에 전달되도록 하여, 시간적 보간값

및 혼합값 혹은 가중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S305). 이는 가장 적은 SAD값을 산출하는 추정된 움직임 벡터가 현

재 보간할 픽셀의 움직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진정한 움직임 벡터가 되기 때문이다.

공간적 보간부(300)는 현재필드에서 보간할 픽셀을 주변 픽셀이 화소값을 사용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공간적 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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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산출한다(S310).

출력부(350)는 제2 멀티플렉서(200)로 부터 출력되는 시간적 보간값 및 공간적 보간부(300)에서 출력되는 공간적 

보간값을, 제2 멀티플렉서(250)에서 출력되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한다(S315). 즉, 출력부에서 출력되

는 최종 보간값은 시간적 보간값, 공간적 보간값, 및 시간적 보간값과 공간적 보간값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한 값

중에 어느 하나가 되며, 이 값이 최종 보간값이 된다.

상기한 방법은, 움직임 검출을 통해 움직임 벡터를 산출하고, 산출된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보간값 등을 산출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종래의 방법에 비해,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보간값 및 가중치 등을 동시에 산출하고, 이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여 보간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움직임 검출시 필요한 메모리 용량, 및 메모리 

액세스 속도 등에서 유리하며, 이에 따라 구현이 용이하며 처리속도가 향상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추정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보간값 및 가중치를 동시에 산출하고, 이 중

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구현이 용이하며 처리속도가 빠른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보간할 현재필드의 전후 필드인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를 기준으로,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움직임 보상이 있

는 시간적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보간값을 생성하고, 상기 보간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제1 보간

값으로 출력하는 움직임 보상부;

상기 보간할 픽셀의 주변 픽셀의 화소값을 사용하여, 상기 보간할 픽셀에 관한 제2 보간값을 생성하는 공간적 보간부;

및

상기 제1 보간값과 상기 제2 보간값을 소정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보상부는,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할 픽셀에 대한 움직임 정보에 기초한 혼합값

을 더 산출하며, 상기 혼합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상기 소정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

레이싱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보상부는,

상기 다음필드 및 상기 이전필드를 기준으로,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위치가 설정되는 소정의 

탐색영역 단위별로 SAD(Summed Absolute Difference)값을 더 산출하며,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보간값

및 상기 소정의 가중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보상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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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값, 상기 SAD값, 및 상기 혼합값을 각각 생성하는 복수의 움직임 보상

보조기; 및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보간값 및 상기 혼합값 중에서 각각 선택된 어느 하나를 상기 제1 보간값 및 상기 소정

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보상 보조부는,

상기 SAD 값을 산출하는 SAD 계산부;

상기 혼합값을 생성하는 움직임 정보부; 및

상기 보간값을 산출하는 시간적 보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SAD 계산부는,

소정의 크기를 갖는 라인에 대하여 세그먼트 SAD값을 산출하는 세그먼트 SAD 산출부;

상기 세그먼트 SAD 산출부로부터 산출된 세그먼트 SAD값을 라인별로 저장하는 SAD 버퍼; 및

상기 SAD 버퍼에 저장된 상기 세그먼트 SAD값을 합산하여 상기 SAD값을 산출하는 블럭 SAD 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정보부는,

상기 보간할 픽셀을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

는 움직임 정보 산출부;

상기 움직임 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혼합값이 저장되는 움직임 정보버퍼부; 및

상기 움직임 정보버퍼부를 참조하여, 상기 혼합값을 산출하는 가중치 산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

레이싱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부는,

상기 보간값중에서 어느 하나를 상기 제1 보간값으로 출력하는 제1 멀티플렉서;

상기 혼합값중에서 어느 하나를 상기 소정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제2 멀티플렉서; 및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및 제2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제어하는 움직임 선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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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움직임 선택부는, 상기 SAD값 중에서 가장 작은 SAD값을 산출한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는 상기 보간

값 및 상기 혼합값이 선택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10.
(a) 보간할 현재필드의 전후 필드인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를 기준으로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움직임 보상이

있는 시간적 보간을 수행하여 보간할 픽셀에 관한 보간값을 생성하고, 상기 보간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제1 

보간값으로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보간할 픽셀의 주변 픽셀의 화소값을 사용하여, 상기 보간할 픽셀에 관한 제2 보간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1 보간값과 상기 제2 보간값을 소정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 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할 픽셀에 대한 움직임 정보에 기초한 혼합값을 산출

하며, 상기 혼합값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상기 소정의 가중치로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다음필드와 상기 이전필드를 기준으로, 상기 복수의 추정된 움직임 벡터를 참조하여 위치가 설

정되는 소정의 탐색영역 단위별로 SAD값을 산출하며,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제1 보간값 및 상기 소정의 가중

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싱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복수의 추정 움직임 벡터별로 상기 보간값, 상기 SAD 값, 및 상기 움직임 정보를 각각 생성하는 단계; 및

(a2) 상기 (a1) 단계에서 생성된 상기 SAD값에 기초하여, 상기 보간값 및 상기 혼합값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출

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a1) 단계는,

상기 SAD 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혼합값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SAD값을 산출하는 단계는,

소정의 크기를 갖는 라인에 대하여 세그먼트 SAD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세그먼트 SAD값을 라인별로 저장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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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상기 세그먼트 SAD값을 합산하여 SAD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방

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값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

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움직임 정보에 대응하여 기저장된 혼합값을 조회하여, 상기 혼합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a2) 단계는, 상기 SAD값 중에서 가장 작은 SAD값을 산출한 상기 추정 움직임 벡터에 대응하는 상기 보간값 및

상기 혼합값이 선택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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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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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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