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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현재 필드와 과거 두 필드의 영상 데이터를 입
력 및 저장하고 현재 필드의 임의의 화소값 및 그 주변 화소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을 검출하는 단
계와, 현재 필드와 동일 위상의 상기의 과거 필드의 영상 데이터에서 임의의 화소값 및 그 주변 화소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을 검출하여 이 검출된 값과 상기 검출된 화소값 및 그 주변 화소의 데이터 레
벨에 대한 패턴의 차이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된 화소값과 패턴 차이값을 각각 맵핑하여 이 맵핑
된 값을 비교하고 이 비교 결과에 따라 움직임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기존의 인터-인터폴레
이션 방법과 인트라-인터폴레이션 방법 및 라인 더블링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Bernard(미국 특허 
5027201) 및 Faroudja(미국 특허 5159451)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들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면서 보다 
단순한 하드웨어로 구성되므로 좋은 화질 성능은 유지하면서 전체 회로 제조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대표도

도2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보간 화소의 보간값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a도와 제2b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능한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보여주는 도면.

제5a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밝기 프로파일 패턴의 일예를 보여주는 도면.

제5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연속하는 3개의 필드 데이터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구하는데 고려되는 화소
의 일예를 보여주는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일 예로써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기 차이값을 구하는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 : 필드 데이터 제공부               32, 33, 35, 36 : BPBD

34, 37 : 차이 검출부                  38 : 민 필터

39 : BDPD 콤바이너                    40 : 메디안 필터

41 : 확장부                           42 : 소프트 스위치

43 : 수직 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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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티브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엠펙이나 기타 유사한 방식으로 압축된 비월 주사 영상을 
순차 주사 영상으로 변환하는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월 주사 영상을 순차 주사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디인터레이싱 장치를 이용하는데 이 디
인터레이싱 장치는 한 필드내에서 빠져있는 화소 값들을 채워서 완전한 한 프레임으로 만든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DTV등에서는 순차 주사 프레임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따라서, 화상정보
의 소스(Source)가 비월 주사 필드 데이터이면 이것을 디인터레이싱 하여 순차 주사 프레임 데이터로 변
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디인터레이싱의 방법으로는 한 필드에 빠져있는 화소 값들을 채워서 완전한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 이전 필드 정보를 현재 필드 라인 정보 사이에 그대로 끼워놓는 인터-인터폴레이션(Inter-
interpolation)방법과 현재 필드 자체의 라인정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라인 더블링(Line doubling) 방
법,  그리고  현재  필드  자체의  라인  인터폴레이션(Line  interpolation)을  이용하는 
인트라-인터폴레이션(Intra-interpolation) 방법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은 아주 단순한 하드웨어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라인 더블링 방법은 전반적인 화
질 열화가 심하고 인터-인터폴레이션 방법의 경우는 움직임이 있는 부분의 보간 후 화질이 상당히 열화
되며, 인트라-인터폴레이션 방법의 경우는정지화 부분의 보간 후 화질이 상당히 열화되는 경향이 있다.

상기 움직임을 검출하여 비월 주사 정보를 순차 주사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Bernnard(미국  특허 
5027201) 및 Faroudja(미국 특허 5159451)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보간 후 화질
의 성능이 우수한 반면 많은 양의 메모리와 다양한 프로세싱으로 인해 복잡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전체 
회로 제조 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비월 주사 영상을 순차 주사 영상으로 
변환할 때 단순한 하드웨어로 경제적으로 좋은 화질을 실현할 수 있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
징은 도 1과 같이 제 1 필드의 화소값(a[t(n)]) 및 주변화소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과 제 3 필드의 
화소값(a[t(n-2)]) 및 주변화소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을 각각 검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기의 제 1 
필드의 화소값과 상기의 제 3 필드의 화소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임 정도를 결정하여 보간 화소의 보
간값을 구하는데 있다.

또한 ,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그 방법의 다른 특징은 제 1 필드의 임의의 라
인의 화소값(a[t(n)]) 및 주변화소와 다른 라인의 화소값(b[t(n)]) 및 주변화소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을 각각 검출하고, 제 3 필드의 임의의 라인의 화소값(a[t(n-2)]) 및 주변화소와 다른 라인의 화소
값(b[t(n-2)]) 및 주변화소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을 각각 검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기의 제 1 필
드의  화소값(a[t(n)])과  상기의  제  3  필드의  화소값(a[t(n-2)])의  차이  및  상기의  제  1  필드의 
화소값(b[t(n)])과 상기의 제 3 필드의 화소값(b[t(n-2)])의 차이를 이용하여 움직임 정보를 결정하여 
보간 화소의 보간값을 구하는데 있다.

상기 구해진 정량적인 움직임 정보를 메디안 필터링(Median filtering)한 후 주변 화소들로 움직임의 효
과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보간 화소의 보간값을 구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도 2 a와 b는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로써, 먼저 한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제 1 필드의 화소값(a)과 그 좌측 및 우측 화소값(a1, ar)을 이용하여 밝기 프로파

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1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3 필드의 화소값(a)과 그 좌측 및 우측 화소
값(a1, ar)을 이용하여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2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1 밝기 프

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2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에서 검출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간의 차이를 검출
하는 밝기 프로파일 패턴간 차이 검출부와, 제 1 필드와 제 3 필드의 화소값(a)의 밝기 차이를 검출하는 
밝기간 차이 검출부와, 프로파일 패턴간 차이 검출부와 밝기 차이 검출부에서 출력된 값을 각각 맵핑하
는 맵퍼와, 맵퍼에서 출력된 값을 비교하여 큰 값을 보간 화소의 움직임 정도(α)로 출력하는 비교부로 
이루어진다.

또한, 두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제 1 필드의 화소값(a)과 그 좌측 및 우측 화소값(a1, ar)을 이용하여 밝

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1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3 필드의 화소값(a)과 그 좌측 및 
우측 화소값(a1, ar)을 이용하여 밝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2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

와, 제 1 발기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2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에서 검출된 밝기 밝기 프로파
일 패턴에 절대값을 취해 그 차이를 검출하는 제 1 밝기 프로파일 패턴간 차이 검출부와, 제 1 필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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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값(b)과 그 좌측 및 우측 화소값(b1, br)을 이용하여 밝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3 밝
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3 필드의 화소값(bc)과 그 좌측 및 우측 화소값(b1, br)을 이용하여 밝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4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3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와 
제 4 밝기 프로파일 패턴 검출부에서 검출된 밝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에 절대값을 취해 그 차이를 검출
하는 제 2 밝기 프로파일 패턴간 차이 검출부와, 제 1 밝기 프로파일 패턴간 차이 검출부와 제 2 밝기 
프로파일 패턴간 차이 검출부에서 출력된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출력하는 제 1 비교부와, 제 1 필드
와 제 3 필드의 한 라인의 화소값(ac)의 밝기 차이를 검출하는 제 1 밝기간 차이 검출부와, 제 1 필드와 

제 3 필드의 다른 라인의 화소값(bc)의 밝기 차이를 검출하는 제 2 밝기 간 차이 검출부와, 제 1 밝기간 

차이 검출부와 제 2 밝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간 차이 검출부에서 출력된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출력
하는 제 2 비교부와, 제 1 비교부와 제 2 비교부에서 출력된 값을 각각 맵핑하는 맵퍼와, 맵퍼에서 맵핑
된 값을 비교하여 큰 값을 보간 화소의 보간값으로 출력하는 제 3 비교부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구성된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에서 한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제 1 필드와 제 3 필드의 
화소값의 밝기 차이값과 제 1 필드와 제 3 필드의 화소값과 좌,우 화소값의 밝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
이값을 계산한 후 맵핑하여 더 큰 값을 이용하여 움직임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한다.

또한, 여러 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라인에서 출력되는 상기 밝기 차이값과 밝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중 각각의 큰 값들을 맵핑하여 맵핑된 값중 더 큰 값을 이용하여 움직임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한
다.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 움직임 정도를 추정 하기 위해 메디안 필터부를 두어 상기 결정된 보간 화소의 
움직임 정도에서 화상정보의 엔코딩시 및 전송시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성분에 의해 밝기 차이값과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 계산에서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군집화한 후 확장부
를 통해 주변 화소들로 움직임의 효과를 확장하여 움직임 정도를 결정한다.

상기와 같은 디인터레이싱 장치는 제 1 필드 부터 제 3 필드까지의 3개의 필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 예를들면 단순한 필드 메모리와 같은 장치와 밝기 차이값과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을 이용한 
단순한 프로세싱으로 간단하게 움직임 정도를 구하여 보간 화소의 보간값을 결정하므로 간단한 하드웨어
로 구현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로써, 과거 2개
의  필드  데이터와  현재  필드  데이터를  저장  및  제공하는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와,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현재 라인을 기준으로 한 라인 전의 라인 데이터를 입력받아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를 검출하는 제 1 BPBD(Brightness Profile pattern and Brightness Detector)(32)와, 필드 데이
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두 필드 과거의 현재 라인과 동일한 공간적 위치의 라인을 기준으로 한 라인 
전의 라인 데이터를 입력받아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를 검출하는 제 2 BPBD(33)와, 제 1 BPBD(32)
와 제 2 BPBD(33)에서 출력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의 차이를 구하는 제 1 차이 검출부(34)와, 필
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현재 입력되는 필드의 현재 라인 데이터를 입력받아 밝기 프로파일 패
턴 및 밝기를 검출하는 제 3 BPBD(35)와,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두 필드 과거의 현재 라인
과  동일한  공간적  위치의  라인  데이터를  입력받아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를  검출하는  제  4 
BPBD(36)와, 제 3 BPBD(35)와 제 4 BPBD(36)에서 출력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의 차이를 구하는 
제 2 차이 검출부(37)와,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바로 이전 필드의 현재 보간할 위치의 화
소값(C)과 상기의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현재 필드의 현재 보간할 위치의 화소값의 바로 
위쪽 및 아래쪽에 위치한 화소값의 평균을 출력하는 민필터(Mean filter)(38)와, 제 1 차이 검출부(34)
와 제 2 차이 검출부(37)에서 각각 출력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 및 밝기 차이값(BDPD) 중 각각의 더 
큰 값을 선택하여 맵핑한 후 대소 비교로 큰 값을 출력하는 BDPD 콤바이너(Combiner)(39)와, BDPD 콤바
이너(39)에서  출력된  값의  잡음을  제거하고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군집화하는  메디안  필터(Median 
filter)(40)와, 메디안 필터(40)에서 잡음이 제거되고 군집화된 화소들의 움직임 정도를 인접 화소들로 
움직임의 효과를 확장하여 출력하는 확장부(41)와, 확장부(41)에서 출력된 움직임 정도에 따라 필드 데
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바로 이전 필드의 현재 보간할 위치의 화소값과 민 필터(38)에서 출력된 값
을 혼합하여 출력하는 소프트 스위치(42)와,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된 현재 필드의 라인 데이
터와 소프트 스위치(42)에서 출력된 보간된 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직 라인수를 변환하여 출력하는 
수직 라인 변환부(43)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일실시예의 동작 및 디인터레이싱 방
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필드 데이터 제공부(31)는 과거의 2개의 필드 데이터와 현재 필드 데이터등 총 3개의 필드 데이터
를 저장 및 제공한다.

제 1 BPBD(32)와 제 2 BPBD(33)는 각각 상기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제공되는 현재 입력되는 필드
의 현재 라인을 기준으로 한 라인 전의 라인 데이터 및 두 필드 과거의 현재 라인과 동일한 공간적 위치
의 라인을 기준으로 한 라인 전의 라인 데이터를 입력받아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를 각각 검출한
다.

제 1 차이 검출부(34)는 제 1 BPBD(32)와 제 2 BPBD(33)에서 각각 검출한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의 
차이를 구한다.

그리고, 제 3 BPBD(35)와 제 4 BPBD(36)는 각각 상기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제공되는 현재 입력되
는 필드의 현재 라인 데이터 및 두 필드 과거의 현재 라인과 동일한 공간적 위치의 라인 데이터를 입력
받아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를 각각 검출한다.

제 2 차이 검출부(37)는 제 3 BPBD(35)와 제 4 BPBD(36)에서 각각 검출한 밝기 프로파일 패턴 및 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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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구한다.

상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의 개념은 한 라인의 3 화소의 밝기를 근간으로 나타낸 것으로 도 4와 같이 5가
지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3개 이상의 화소에 대하여 밝기 프로파일 패턴의 개념을 확정 적용할 수 있다.

이중에서 밝기 프로파일 패턴이 도 5a와 같고 시각 Ti에서 화소 a1, a, ar의 각각 밝기가 Ba1,Ba,Bar일 때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면 수학식 1과 같다.

이러한 밝기 프로파일 패턴의 정량화는 필요한 여러 라인에 대해서 수행된다.

제 1, 2 차이 검출부(34, 37)는 제 1 BPBD(32) ~ 제 4 BPBD(36)에서 상기와 같이 정량화된 값을 이용하
여 각각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기 차이값을 구한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도 5b에 보여진 세 필드의 화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선 위와 같은 밝기 프로파일 패
턴의 정량화 과정이 수행되고 나서 시각 Ti에서 계산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값과 시각 Tk에서 계산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값을 이용하여 수학식 2와 수학식 3과 같이 화소 a에서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
기 차이값을 구하게 된다.

즉, 이 기능을 수행하는 순서를 자세하게 나타내면 도 6과 같다.

만약 여러 라인에 대해서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기 차이값을 구한다면 도 6과 같이 Pda
ik
 와 

Pdb
ik
의 크기를 비교한 후 큰 값을 최종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으로 결정하고, BDa

ik
와 Bdb

ik
의 크기를 

비교한 후 큰 값을 최종 밝기 차이값으로결정한다.

BDPD 콤바이너(39)는 앞에서 결정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기 차이값을 입력받아 각각의 상한
의 문턱값과 하한의 문턱값으로 제한한다.

각각 상한과 하한의 문턱값 사이 범위로 제한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기 차이값은 이 범위를 
n 등급으로 분할하여 맵핑(mapping)된다.

이 맵핑된 값은 대소 비교되어 큰 값이 메디안 필터(40)로 출력된다.

여기서, 상기 문턱값은 외부에서 로딩(loading)할 수 있어 응용에 따라 문턱값을 다양하게 바꿀수 있다.

원래 전송되어온 화상의 엔코딩시 및 전송시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에 의해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 
및 밝기 차이값의 계산에 잡음 성분이 포함되는데 메디안 필터(40)는 이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군집화(Grouping)한다.

한 실시예로써 9 포인트 메디안 필터가 버블 소트(bubble sort)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래 단일 화소의 움직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움직임은 일정 화소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
다.

따라서 어떤 화소에서 움직임이 관찰되면 앞의 메디안 필터(40)부에서 잡음 성분이 제거 되었음으로 이
러한 움직임은 잡음성분이라기 보다는 움직임 성분임으로 주변화소들 역시 움직임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확장부(41)는 주변화소들로 움직임의 효과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실시에로써 
9 포인트 최대값 검출기가 구현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움직임 정도를 구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밝기 차이와 종래와는 다른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을 계산한 후 각각의 최대값을 맵핑하여 이 값중 더 큰 값을 이용하며, 더욱 정확한 움직임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메디안 필터(40)와 확장부(41)를 더 추가하여 이용하는 것이 종래와 다르다.

소프트 스위치(42)는 상기 확장부(41)에서 출력된 움직임 정도에 따라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
되는 바로 이전 필드의 현재 보간할 위치의 화소값(c)인 P(n-1,x,y)와 민 필터(38)에서 출력되는 현재 
필드의  현재  보간할  위치의  화소의  바로  위쪽  및  아래쪽에  위치한  화소의  평균값인  (P(n,x,y-
1)+P(n,x,y+1)/2의 혼합된 값을 출력한다.

즉, 이 소프트 스위치의 출력을 식으로 나타내면 수학식 4와 같다.

9-4

등록특허10-0287850



여기서, 는 확장부(41)의 출력인 움직임 정도이고, 0≤ ≤1인 범위에 존재한다.

즉, =0은 정지화를 의미하고, 가 1에 가까울수록 필드간의 물체의 움직임 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

낸다.

따라서 이 소프트 스위치(42)는 종래의 인터-인터폴레이션 방법과 인트라-인터폴레이션 방법의 장점만을 
활용하여 움직임 정도에 따라 보간화소의 보간값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수직  라인  변환부(43)는  상기  소프트  스위치(42)의  출력인  보간된  라인  데이터와  필드  데이터 
제공부(31)에서 출력되는 현재 필드의 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직 라인 수를 요구한 대로 변환하여 출
력한다.

일반적으로  휘도  신호(Luminance  signal)의  주파수  대역폭은  넓은데  비해  색차  신호(Chrominance 
signal)의 주파수 대역폭은 좁다. 즉, 인간의 눈은 휘도신호에 민감한 반면 색차 신호에 둔감하다.

상기 휘도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넓은데 비해 색차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좁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필드간의 움직임을 찾기 위해 단지 휘도 신호만을 이용하여 보간하고 색차 신호에 대
해서는 하드웨어의 복잡도와 효율을 고려하여 단지 현재 필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선형 보간한다.

그러나 응용에 따라서 휘도신호 뿐만아니라 색차신호에 대해서도 상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간화소의 보
간값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방법은 다른 종류의 화상신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형방향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에 대해 상기의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밝기 프로파일 패턴의 개념을 수직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고 동일한 방향으로 수직 방향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에 대해 상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및 그 방법은 기존의 인터-인터폴레이션 방법과 인트라-
인터폴레이션  방법  및  라인  더블링  방법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Bernard(미국  특허  5027201)  및 
Faroudja(미국 특허 5159451) 등에 의해 제안된 방법들과 유사한 성능은 나타내면서 보다 단순한 하드웨
어로 구성되므로 좋은 화질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체 회로 제조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순차 주사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디지탈 TV 및 관련 디스플레이 장치 분야 등에 
적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번째 필드의 화소값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되는 필드의 화소값 및 그 주변 화소값을 이용하여 밝기 프로
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1 패턴 검출부와, n-2번째 필드의 화소값을 입력받고 상기 입력되는 필드의 화
소값 및 그 주변 화소값을 이용하여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2 패턴 검출부와, 상기 제 1 패
턴 검출부에서 출력되는 밝기 프로파일 패턴과 제 2 패턴 검출부에서 출력되는 밝기 프로파일 패턴의 차
이를 검출하는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 검출부와, 상기 n번째 필드의 화소값과 상기 n-2번째 필드의 화
소값의 밝기 차이를 검출하는 밝기 차이 검출부와,상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 검출부에서 검출된 밝
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상기 밝기 차이 검출부에서 검출된 화소값의 밝기 차이값을 각각 맵핑하고 
상기 맵핑된 값을 비교한 후 상기 비교결과에 따라 움직임 정도를 결정하는 맵핑 및 비교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맵핑 및 비교부에서 출력된 움직임 정도에서 잡음성분을 제거하고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군집화하는 메디안 필터와, 상기 메디안 필터에서 군집화된 움직임 상태에 있는 화소들의 인접으
로 움직임의 효과를 확장하여 출력하는 확장부를 더 부가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
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맵핑 및 비교부 또는 상기 확장부에서 출력된 움직임 정도에 따라 바로 이전 필드
의 현재 보간할 위치의 화소값과 현재 필드의 현재 보간할 위치의 화소값이 바로 위쪽 및 아래쪽에 위치
한 화소값의 평균을 혼합하여 출력하는 소프트 스위치와, 현재 필드의 라인 데이터와 상기 소프트 스위
치에서 출력된 보간된 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직 라인 수를 요구한 대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수직 라
인 변환부를 더 부가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4 

현재 필드를 입력받아 현재 라인의 화소값과 그 주변 화소값을 이용하여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
고, 상기 현재 라인과 다른 라인의 화소값과 그 주변 화소값을 이용하여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1 패턴 검출부와, 상기 현재 필드를 기준으로 짝수 필드만큼 지연된 필드를 입력받아 상기 현재 라인
과 동일한 공간적 위치의 라인의 화소값과 그 주변 화소값을 이용하여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고, 
상기 현재 라인과 동일한 공간적 위치의 라인과 다른 라인의 화소값과 그 주변 화소를 이용하여 밝기 프
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제 2 패턴 검출부와, 상기 제 1 패턴 검출부와 제 2 패턴 검출부에서 검출된 현
재 필드와 상기 현재 필드를 기준으로 짝수 필드만큼 지연된 필드의 현재 라인에 대해 검출된 밝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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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패턴값으로부터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기 차이값을 검출하는 제 1 차이 검출부와, 상기 
제 1 패턴 검출부와 제 2 패턴 검출부에서 검출된 현재 필드와 상기 현재 필드를 기준으로 짝수 필드만
큼 지연된 필드의 다른 라인에 대해 검출된 밝기 프로파일 패턴값으로부터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과 
밝기 차이값을 검출하는 제 2 차이 검출부와, 상기 제 1 차이 검출부와 제 2 차이 검출부에서 검출된 밝
기 차이값들과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들을 각각 비교하고 그 중 큰 값의 밝기 차이값과 밝기 프로파
일 패턴 차이값을 각각 맵핑한 후 상기 맵핑된 값을 다시 비교하여 그 중 큰값으로 움직임 정도를 결정
하는 맵핑 및 비교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맵핑 및 비교부에서 출력된 움직임 정도에서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군집화하는 메디안 필터와, 상기 메디안 필터에서 군집화된 움직임 상태에 있는 화소들의 인접으
로 움직임의 효과를 확장하여 출력하는 확장부를 더 부가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
터레이싱 장치.

청구항 6 

n번째 필드의 임의의 화소값 및 그 주변 화소값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을 검출하는 제 1 패턴 검출 
단계와, n-2번째 필드의 임의의 화소값 및 그 주변 화소값의 데이터 레벨에 대한 패턴을 검출하는 제 2 
패턴 검출 단계와, 상기 제 1, 제 2 패턴 검출 단계에서 구한 두 패턴의 차이를 검출하는 패턴 차이 검
출 단계와, 상기 n번째 필드의 임의의 화소값과 상기 n-2번째 필드의 임의의 화소값의 밝기 차이를 검출
하는 밝기 차이 검출 단계와, 상기 검출된 패턴 차이값과 화소값의 밝기 차이값을 각각 맵핑하고 상기 
맵핑된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으로 움직임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 정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출력된 움직임 정도에서 잡음성분을 제거하고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군집화하는 단계와, 상기 군집화된 움직임 상태에 있는 화소들의 인접으로 움직임
의 효과를 확장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더 부가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턴 검출부는 하기의 식을 적용하여 n번째 필드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
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Palk=Bak-Balk,

Park=Bak-Bark

여기서, Tk는 n번째 필드의 화소 a가 입력된 시각, al과 ar은 상기 a 화소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화
소, 상기 Bal,Ba,Bar는 상기 화소 al, a, ar의 각각의 밝기 값.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패턴 검출부는 하기의 식을 적용하여 n-2번째 필드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Pali=Bai-Bali,

Pari=Bai-Bari

여기서, Ti는 n-2번째 필드의 화소 a가 입력된 시각, al과 ar은 상기 a 화소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화
소, 상기 Bal,Ba,Bar는 상기 화소 al, a, ar의 각각의 밝기 값.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 검출부는 하기의 식을 적용하여 n번째 필드와 n-2번째 

필드의 화소 a에서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 차이값(Pda
ik
)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

레이싱 장치.

여기서, P
i

ar,P
k

aㅣ,P
i

ar,Par
k
는 n-2번째 필드가 입력되는 시각 Ti와 n번째 필드가 입력되는 시각 Tk에서의 

밝기 프로파일 패턴값.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밝기 차이 검출부는 하기의 식을 적용하여 n번째 필드와 n-2번째 필드의 화소 a에

서의 밝기 차이값(Bda
ik
)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티브이의 디인터레이싱 장치.

여기서, Ba는 화소 a의 밝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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