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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인터레이싱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디인터레이싱장치는,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이전필드,

현재필드, 및 다음필드에서, 보간할 현재필드의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추출하여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움직임검출부,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값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값을 검출하고, 방향값에 따라 상기 주변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보간값을 산출하는 인트라필드 보간부, 현재필드

의 보간할 화소에 대응하는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의 화소값을 평균한 보간값을 산출하는 인터필드 보간부, 및 인트라

필드 보간부의 출력값과 인터필드 보간부의 출력값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소프트스위치부를 구비

한다. 이에 의해, 수직경계값을 이용한 움직임 추출을 사용하고, 방향값 검출 및 이에 따른 보간을 수행하여, 디인터레

이싱된 화면에 대한 화질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디인터레이싱, 인트라필드 보간, 인터필드 보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장치의 블럭도,

도 2는 도 1의 디인터레이싱장치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3은 움직임 추출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수직방향의 경계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3 ×3 마스크의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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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δ를 산출하기 위한 그래프의 일예,

도 6은 인트라필드 보간부의 블럭도,

도 7은 도 6의 인트라필드 보간부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그리고

도 8은 방향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움직임 추출부 110 : 공간필터부

120 : 움직임 확장부 130 : 알파변환 함수부

140 : 인트라필드 보간부 141 :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

142 : 수직방향 저주파통과 필터부 143 : 방향성 추출부

144 : 전역/지역 최소방향값 추출부 145 : 신뢰도 검사부

146 : 최종 보간부 150 : 인터필드 보간부

160 : 소프트 스위치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인터레이싱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움직임 정도를 추정하고 그 움직임 정도를 참

조하여 적응적으로 보간할 수 있는 디인터레이싱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에서의 주사방식에는 비월주사방식과 순차주사방식이 있다. 비월주사(interlaced scan) 방식은

일반적인 TV 등에 사용되며, 하나의 영상을 표시할 때,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을 두개의 필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번

갈아 가면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두개의 필드는 top 필드와 bottom 필드, upper 필드와 lower 필

드, odd 필드와 even 필드 등으로 불린다.

순차주사(progressive scan 혹은 non-interlaced scan) 방식은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 TV 등에 사용되며, 필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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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인터레이싱(deinterlacing) 장치란 상술한 비월주사방식의 영상신호를 순차주사방식의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를 말한다. 순차주사방식의 영상신호를 처리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비월주사방식의 영상신호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장치 내부에 비월주사방식의 영상신호를 순차주사방식의 영상신 호로 변환시키는 디인터

레이싱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비월주사방식을 순차주사방식으로 변환하는 디인터레이싱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구현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현재필드의 라인정보를 단순히 반복하는 라인 반복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구현이 용이하나, 

보간된 화면의 해상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며, 특정한 시점의 특정한 이미지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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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새로운 필드를 구현하는 필드내 보간(intra-field interpolation) 방법, 및 현재필드의 라인사이에 현재필드 전후의

라인을 삽입함으로써 한 프레임을 구현하는 움직임 보상이 없는 필드간 보간(inter-field interpolation) 방법 등이 개

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보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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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보간된 화면이 열화되거나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필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필드 데이터 대하여 화면

을 여러개의 블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블럭에 대해 움직임을 구하고, 그 움직임벡터를 참조하여 현재 프레임의 화면

을 보간하는 움직임 보상 보간(Motion-compensated interpolation)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보상 보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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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보상 보간방법은 움직임 추정을 위해 블럭 단위의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류정정 단위가

블럭 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보간된 영상에 블럭 아티팩트(block artifact)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복잡한 후처리 과정 등이 필요하게 되어, 하드웨어적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 보상 보간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 정도를 추정하여 움직임에 따라 프레임을 보간하는 

움직임 적응 보간방법이 제시되었다. 움직임 적응 보간방법은, 미국 특허 제5,027,201호(Motion detection apparatu

s as for an interlace to non-interlace scan converter, 발행일 : 발행일 1991년 6월 25일), 미국 특허 제5,159,45

1호 (Field memory expansible line doubler for television receiver, 발행일 : 1992년 10월 27일) 등에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움직임 적응 보간방법은, 움직임 보상방법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하드웨어로 구현되고, 보간후의 화질도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움직임이 큰 경계(edge)에서도 단순한 수직방향 보간만을 수행하여 계단형 

잡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움직임이 있는 영역의 경우, 

움직임의 정도 및 경계의 방향에 따라 적절한 보간을 수행하여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디인터레이싱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장치는,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이전필

드, 현재필드, 및 다음필드에서, 보간할 현재필드의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

도를 추출하여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움직임검출부;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값들에 포함

되어 있는 방향값을 검출하고, 상기 방향값에 따라 상기 주변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보간값을 산출하는 인트라필드 보

간부;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의 화소값을 평균한 보간값을 산출하

는 인터필드 보간부; 및 상기 인트라필드 보간부의 출력값과 상기 인터필드 보간부의 출력값을 상기 가중치를 사용하

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소프트스위치부;를 포함한다.

상기 움직임검출부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움직임검출부; 상기 움직임 정보값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여 출력하는 공간필

터부; 상기 공간필터부로부터 출력되는 움직임 정보값을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변으로 확장하여 출력하

는 움직임 확장부; 및 상기 움직임 확장부의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알파변환 함수부;

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움직임추출부는, 수직방향의 경계값을 입력으로 하여 그 입력에 반비례하

는 소정의 함수를 사용하여 상기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인트라필드 보간부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수평방향 고주

파성분 추출부;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의 출력을 입력받아 수직방향으로 저주파 필터링을 수행하는 수직

방향 저주파 통과 필터부;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변 화소값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값을 산출하는 방향성

추출부; 상기 방향성 추출부의 출력을 입력받아 전역 최소방향값 및 지역 최소방향값을 산출하는 전역/지역 최소 방

향값 산출부; 상기 전역 최소방향값 및 상기 지역 최소방향값에 기초하여 최종 보간방향을 산출하는 신뢰도 검사부; 

및 상기 최종 보간방향에 기초하여, 전역방향, 지역방향 및 수직방향 중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최종 보간값을 산출하

는 최종 보간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

소 주변의 화소들간의 경사도의 합을 사용하여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최종보간부는,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수직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하고,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기 신로도 검사부에서 산출된 상

기 최종 방향에 따라 보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최종보간부가 상기 전역방향으로 보간하는 경



공개특허 10-2004-0009967

- 4 -

우, 미디언 필터를 사용하여 상기 전역 방향으로 보간된 화소값이 지역 방향의 아래위에 있는 두 화소값의 중간값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디인터레이싱방법은, (a)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입력되는 영 상신호의 이전필드, 현재필드, 및 다음필

드에서, 보간할 현재필드의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추출하여 혼합을 위

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 (b) 상기 현재필드에서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값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값을 검출하

고, 상기 방향값에 따라 상기 주변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의 화소값을 평균한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단계 및 상기 

(c) 단계에서 각각 산출한 보간값을 상기 (a) 단계에서 구한 상기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단계; (a2) 상기 움직임 정보값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여 출력하는 단계; (a3) 

상기 잡음이 제거된 움직임 정보값을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변으로 확장하여 출력하는 단계; 및 (a4) 상기

(a3) 단계의 출력값에 기초하여 상기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

기 (a1) 단계는, 수직방향의 경계값을 입력으로 하여 그 입력에 반비례하는 소정의 함수를 사용하여 상기 움직임 정보

값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주변의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단계; (b2) 상기 (b1)

단계의 출력을 입력받아 수직방향으로 저주파 통과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 (b3)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

변 화소값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값을 산출하는 단계; (b4) 상기 (b3) 단계의 출력을 받 아 전역 최소방향값과 지역 최

소방향값을 산출하는 단계; (b5) 상기 전역 최소방향값 및 상기 지역 최소방향값에 기초하여 최종 보간방향을 산출하

는 단계; 및 (b6) 상기 최종방향에 기초하여, 전역방향, 지역방향 및 수직방향 중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최종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b1) 단계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들간의 경사도의 합을 사용하여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b6) 단계는,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

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수직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하고,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기 (b5)단계에서 산출된 상기 최종 방향에 따라 보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b6) 단계

에서, 상기 전역방향으로 보간하는 경우, 미디언 필터를 사용하여 상기 전역 방향으로 보간된 화소값이 지역 방향의 

아래위에 있는 두 화소값의 중간값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인터레이싱 장치의 블럭도이다. 본 디인터레이싱 장치는, 움직임추출부(100), 공간필터부(1

10), 움직임확장부(120), 알파변환함수부 (130), 인트라필드(intra-field) 보간부(140), 인터필드(inter-field) 보간부

(150), 및 소프트 스위치부(160)로 구성된다.

블럭도에서, 움직임추출부(100)는 보간할 현재필드의 화소를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필드간의 움직임 정보값

을 산출한다. 공간필터부(110)는 움직임 추출부(100)에서 산출한 움직임 정보값에 포함된 잡음 레벨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움직임확장부(120)는 공간필터부(110)의 출력값을 전달받아 움직임 정도값을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

들도 확장시킨다. 알파변환함수부 (130)는 움직임 확장부(120)에 의해서 확장된 움직임 정보값를 입력으로 혼합을 

위한 가중치(α)를 계산하다. 인트라필드(intra-field) 보간부(140)는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값을 입력

으로 경사 상관을 이용하여 그 방향에 따른 보간값을 출력한다. 인터필드(inter-field) 보간부(150)는 현재 보간할 화

소와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전후 필드의 화소값을 평균한 보간값을 출력한다. 그리고, 소프트 스위치부(160)는 가중

치를 사용하여 인트라필드 보간부(140) 및 인터필드 보간부(150)로부터의 보간값을 혼합하여 출력한다.

도 2는 도 1의 디인터레이싱장치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흐름도를 참조하여, 먼저 움직임추출부(100)는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를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추출하여, 추출한 움직임 정도와 수직방향 경계값을 사용하여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한다(S200).

일반적인 움직임 추출의 경우 서로 같은 샘플링 격자(grid) 필드간의 차를 통해서 움직임 정보를 추출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방법은 현재필드와 이전 혹은 다음 필드간의 상관도가 떨어지는 비교적 빠른 움직임을 가진 영상의 경우 화

소단위로 의사(spurious) 정지화소가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필드와 전후 필드간의 상관도를 움직임 

정보로 직접 사용함으로써 추출된 움직임 정보에서 의사 정지화소를 제거하고 인접한 필드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

교적 빠른 움직임 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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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움직임 추출부(100)에서 움직임 추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화소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에서, f n-1 는 n-1 번

째 필드, f n 은 n 번째 현재필드, 그리고 f n+1 는 n+1 번째 필드을 각각 나타내고, v는 수직방향, h는 수평방향을 나

타낸다. 현재 보간할 필드를 현재필드라고 할때, f n 은 현재필드가 되고, f n+1 이전필드, f n-1 다음필드가 되며, 도

면에서 z 점은 현재필드에서 보간할 화소가 된다.

움직임 추출부(100)에서 움직임 추출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간할 화소(z 점)에 관한 움직임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규정된 화소차 최소단위를 산출한다.

수학식 1

여기서, f n-1 (v,h) 는 n-1 번째 필드 f n-1 의 (v,h)의 위치에서의 화소값을 의미 하며, f n+1 (v,h) 는 n+1 번째 필

드 f n+1 의 (v,h)의 위치에서의 화소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f n (v-1,h) 및 f n (v+1,h) 는 각각 n 번째 필드 f n 의 (v

-1,h) 및 (v+1,h)의 위치에서의 화소값을 나타낸다.

수학식 1 을 사용하여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에서 수직방향 경계의 유무를 참조하여 현재필드와 이전필드 및 다음

필드간의 상관도가 떨어지는 비교적 빠른 움직임을 가진 영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소단위의 의사정지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움직임 추출부(100)는 수직방향 경계값을 사용하여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한다. 현재 보간할 화소에서의 수직방향 경

계값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3 ×3 마스크 등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현재보간할 화소에서 움직임 정보값을 Δ

라 하면, Δ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된다.

수학식 2

여기서, δ는 수직방향의 경계값을 입력으로 해서 그 입력에 반비례하는 임의의 함수에 의해 구해진다. 예컨대, δ는 

다음과 같이, 수직방향 경계값을 입력으로 일차함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IF (vertical_edge > T2 ) THEN

δ= 0

ELSE IF (vertical_edge < T1) THEN

δ= 1

ELSE THEN

δ= (T2 - vertical_edge)/(T2-T1)

END IF

여기서, vertical_edge는 수직방향 경계값에 해당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 내면, 도 5에 나타낸 그래프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수학식 1 및 수학식 2에 의해 수직방향 경계값을 사용하여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것은, 간단하게 max

(Δ a ,Δ b )를 사용하여 움직임 정보값을 구하는 것이 현재필드와 이전 및 다음필드와의 움직임 추출시에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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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수직방향의 경계가 있는 정지영상의 경우에 의사 움직임 영역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간

할 화소에서의 수직방향 경계값을 사용하여 현재필드와 이전필드 및 다음필드의 움직임 정보에 해당하는 값을 가변

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기 의사 움직임 화소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움직임 추출부(100)에서 움직임 정보값이 산출되면, 공간필터부(110)는 산출한 움직임 정보값에 포함된 잡음 레벨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S202). 이와 같이 잡음 레벌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 시간적으로 상관도가 떨어지는 영상의 경

우에 화소 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spurious) 정지화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움직임 확장부(120)는 공간필터부(110)의 출력값을 전달받아 움직임 정도값을 보간할 화소의 주변화소들도 확장시

킨다(S204). 움직임 확장부(120)가 움직임 정도값을 주변화소들로 확장시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동영상의 움직임

은 특정 화소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영역의 화소군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화소에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면, 이것은 그 특정 화소의 잡음성분에 의한 것이거나, 그 특정 화소 및 주변 화소들이 움직임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간필터부(110)에서 이미 잡음레벨을 제거한 상태이므로, 그 화소 의 잡음성분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주변화소들이 움직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움직임 확장부(120)는 공간필터부(100)

에서 출력된 움직임 정도값을 그 움직임 정도값이 감지된 화소의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알파변환함수부(130)는 움직임 확장부(120)에 의해서 확장된 움직임 정보값를 입력으로 혼합을 위한 가중치, 즉 알

파값(α)를 산출한다(S206). 가중치(α)는 각각의 움직임 정보값에 대응하는 가중치(α)가 테이블로 저장되고, 움직

임 확장부(120)로부터 출력되는 움직임정보값에 기초하여 검색테이블에 저장된 가중치(α)중 하나가 선택된다. 가중

치(α)는 0과 1사이의 값이다.

인트라필드 보간부(140)는 현재 보간할 필드내의 주변화소값을 입력으로 화소주변의 경사 상관을 이용하여 그 방향

에 따른 보간값을 출력한다. 인트라필드 보간부(140)의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인터필드 보간부(150)는 현재 보간할 화소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전후 필드에서 화소값들을 평균하여 출력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수학식 3

소프트 스위치부(160)는 인트라필드 보간부(140)와 인터필드 보간부(150)의 결과값들을 알파변환함수부(130)에서 

산출한 가중치, 즉 알파값(α)을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한다(S208). 즉, 인트라필드 보간부(140)에서 산출한 화소값

을 f s (v,h)라 하고, 인터필드 보간부에서 산출한 화소값을 f t (v,h) 라고 할때, 소프트 스위치 부(160)를 통해 최종

적으로 출력되는 출력신호는 다음의 식과 같다.

수학식 4

이와 같이, 소프트스위치부(160)는 움직임 정도에 따라 인터필드보간부(140) 및 인터필드 보간부(150)의 보간값을 

적응적으로 혼합하여 출력한다.

한편, 상술한 디인터레이싱장치에서, 인트라필드 보간부(140)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6은 인트라필드 보간부(140)의 블럭도이다. 인트라필드 보간부(140)는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141), 수직방

향 저주파통과 필터부(142), 방향성 추출부(143), 전역/지역 최소방향값 추출부(144), 신뢰도 검사부(145), 및 최종 

보간부(146)를 구비한다.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141)는 보간할 화소 주변의 수평적 고주파성분값을 추출한다. 수직방향 저주파통과 필

터부(142)는 현재 필드에서 수직방향으로 저주파 통과 필터링을 수행한다. 방향성 추출부(143)는 각 화소 방향으로 

방향성 데이터를 검출한다. 전역/지역 최소방향값 추출부(144)는 방향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역(gloabl) 최소방향과

지역(local) 최소방향을 검출한다. 신뢰도 검사부(145)는 전역방향의 신로도를 검사한다. 그리고, 최종 보간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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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종 보간값을 산출한다.

도 7은 인터라필드 보간부(140)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흐름도를 참조하면,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141)는 현재 보간할 화소 주변의 수평적 고주파 성분값(H-HPF)을 

추출한다(S300).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H-HPF) 다음의 식과 같이 보간할 화소의 주변 화소들간의 경사도 (gradie

nt)의 합으로 구해진다.

수학식 5

= 

수학식 5에 의해 산출된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H-HPF)은 소정의 임계값(T1)가 비교하여, 임계값(T1)보다 크면 

수직방향의 보간을 수행한 후 종료한다(S302, S320). 만일,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H-HPF)의 값이 소정의 임계값(

T1)보다 작으면, 수직방향 저주파 통과 필터부(142)에서 수직방향 저주파 통과 필터링이 수행된다(S304). 수직방향 

저주파 필터링을 수행하는 이유는 수직방향으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방향성추출부(143)은 x = -1, 0, 1, .. , n 화소방향으로 방향값을 검출한다. 각 화소방향으로의 방향값은 다음의 수학

식에 의해 산출된다.

수학식 6

여기서, coeff[i] 는 i = -2, -1, 0. 1, 2 값은 중심위치에 가중치를 둔 임임의의 상수값이고, 값은 수직방향으

로 저주파 통과 필터링된 화소값이다.

도 8은 x = -n,..,-1,0,1,..,n 화소방향으로 방향값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 는 화소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에 나

타낸 바와 같이, x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방향값을 산출할 수 있다.

방향성추출부(143)는 각 방향에서 구해진 방향값 D(x)을 각 방향별로 일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출력한다(S308).

전역/지역 최소방향값 추출부(144)에서 방향성추출부(143)에서 산출한 일정한 가중치를 곱한 방향값을 사용하여 전

역(global) 최소방향값과, 지역(local) 최소방값을 검출한다(S310). 여기서, 전역 최소방향값은 전영역(예컨대, x = -

n,..,-1,0,1,..,n 화소방향)에서 구해진 최소 방향값이고, 지역(local) 최소방향은 낮은 각도의 방향(예컨대, x =-1,0,1 

화소방향)에서 구해진 최소 방향값이다.

신뢰도 검사부(145)는 전역/지역 최소방향값 추출부(144)에서 산출된 전역 최소방향값의 신뢰도를 검사한다. 즉, 주

변 낮은 방향에서 전역 최소방향값으로 구해진 방향값이 단조 감소하는지 검사한다. 만약 단조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

역 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한다(S314). 또한, 전역 최소방향값과 지역 최소방향값의 경사도(gradient) 차이가 소정의 

임계값(T2) 보다 작으면 지역 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하며(S318),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전역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한다(S318).

최종보간부(146)는 전단에서 결정된 전역방향, 지역방향, 및 수직방향중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한다(S31

6, S318, S320).

최종보간부(146)가 전역방향으로 보간을 하는 경우, 전역방향으로 보간된 화소값 f g (v,h)는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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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산출된 화소값 f g (v,h) 은, 에러 보정을 위해 3 탭 미디언 필터를 사용하여 전역방향으로 보간된 화소값이 지역방향

에 있는 아래위 두 화소값의 중간값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검사하여 출력한다. 이를 위해, 지역방향에 있는 아래위 화

소값 f l-dn (v,h), f l-up (v,h) 를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된다.

수학식 8

따라서, 미디언 필터를 통해 보간될 최종 보간값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구해진다.

수학식 9

여기서, Median 은 주어진 값들을 크기 순으로 재배열하여 중간값을 취하는 오퍼레이터이다. 즉, 전역방향으로 보간

된 화소값이 지역방향에 있는 아래위 두 화소값의 중간값에 해당 경우에만 최종 보간값으로 사용한다.

최종보간부(146)가 지역방향으로 보간하는 경우 최종 보간값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된다.

수학식 10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임계값(T1)보다 커서, 최종보간부(146)가 수직방향으로 보간하는 경우 최종 보간

값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된다.

수학식 11

이와 같이, 인트라필드 보간부(140)는 수학식9, 수학식 10, 및 수학식 11에 의해 산출한 f m (v,h), f l (v,h), f v (v,h

) 중 어느 하나의 보간값을 출력한다. 이러한 인트라필드 보간부(140)의 출력값은 상술한 바와 같이, 소프트 스위치부

(160)로 전달되어, 인터필드 보간부(150)의 보간값과 혼합되어, 수학식 4와 같은, 최종 디인터레이싱된 신호를 출력

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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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수직경계값을 이용한 움직임 추출을 사용하고, 방향값 검출 및 이에 따른 

보간을 수행하여, 디인터레이싱된 화면에 대한 화질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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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이전필드, 현재필드, 및 다음필드에서, 보간할 현재필드의 화소를 기준으

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추출하여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움직임검출부;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값들에 포함되어 방향값을 검출하고, 상기 방향값에 따라 상기 주변 화소값

들을 이용하여 보간값을 산출하는 인트라필드 보간부;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의 화소값을 평균한 보간값을 산출하는 인

터필드 보간부; 및

상기 인트라필드 보간부의 출력값과 상기 인터필드 보간부의 출력값을 상기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하여 출력하는 

소프트스위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검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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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산출하는 움직임추출부;

상기 움직임 정보값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여 출력하는 공간필터부;

상기 공간필터부로부터 출력되는 움직임 정보값을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변으로 확장하여 출력하는 움직

임 확장부; 및

상기 움직임 확장부의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알파변환 함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움직임추출부는, 수직방향의 경계값을 입력으로 하여 그 입력에 반비례하는 소정의 함수를 사용하여 상기 움직

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트라필드 보간부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의 출력을 입력받아 수직방향으로 저주파 필터링을 수행하는 수직방향 저주파 통과

필터부;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변 화소값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값을 산출하는 방향성 추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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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향성 추출부의 출력을 입력받아 전역 최소방향값 및 지역 최소방향값을 산출하는 전역/지역 최소 방향값 산출

부;

상기 전역 최소방향값 및 상기 지역 최소방향값에 기초하여 최종 보간방향을 산출하는 신뢰도 검사부; 및

상기 최종 보간방향에 기초하여, 전역방향, 지역방향 및 수직방향 중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최종 보간값을 산출하는 

최종 보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성분 추출부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들간의 경사도의 합을 사용하여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보간부는,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수직방향으로 보간을 

수행하고,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기 신로도 검사부에서 산출된 상

기 최종 방향에 따라 보간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보간부가 상기 전역방향으로 보간하는 경우, 미디언 필터를 사용하 여 상기 전역 방향으로 보간된 화소값이

지역 방향의 아래위에 있는 두 화소값의 중간값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장치.

청구항 8.
(a)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입력되는 영상신호의 이전필드, 현재필드, 및 다음필드에서, 보간할 현재필드의 화소를 기준

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추출하여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

(b) 상기 현재필드에서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값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값을 검출하고, 상기 방향값에 따라 상기 

주변 화소값들을 이용하여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계;

(c)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에 대응하는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의 화소값을 평균한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단계 및 상기 (c) 단계에서 각각 산출한 보간값을 상기 (a) 단계에서 구한 상기 가중치를 사용하여 혼합

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를 기준으로 상기 이전필드 및 상기 다음필드간의 움직임 정도를 나타내는 움직임 

정보값을 산출하는 단계;

(a2) 상기 움직임 정보값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여 출력하는 단계;

(a3) 상기 잡음이 제거된 움직임 정보값을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변으로 확장하여 출력하는 단계; 및

(a4) 상기 (a3) 단계의 출력값에 기초하여 상기 혼합을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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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a1) 단계는, 수직방향의 경계값을 입력으로 하여 그 입력에 반비례하는 소정의 함수를 사용하여 상기 움직임 정

보값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주변의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단계;

(b2) 상기 (b1)단계의 출력을 입력받아 수직방향으로 저주파 통과 필터링을 수행하는 단계;

(b3)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의 주변 화소값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값을 산출하는 단계;

(b4) 상기 (b3) 단계의 출력을 받아 전역 최소방향값과 지역 최소방향값을 산출하는 단계;

(b5) 상기 전역 최소방향값 및 상기 지역 최소방향값에 기초하여 최종 보간방향을 산출하는 단계; 및

(b6) 상기 최종방향에 기초하여, 전역방향, 지역방향 및 수직방향 중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최종 보간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b1) 단계는, 상기 현재필드의 보간할 화소 주변의 화소들간의 경사도의 합을 사용하여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b6) 단계는,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수직방향으로 보간을 수

행하고, 상기 수평방향 고주파 성분값이 소정의 제1임계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기 (b5)단계에서 산출된 상기 최종 

방향에 따라 보간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인터레이싱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b6) 단계에서, 상기 전역방향으로 보간하는 경우, 미디언 필터를 사용 하여 상기 전역 방향으로 보간된 화소값

이 지역 방향의 아래위에 있는 두 화소값의 중간값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보간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인터레이싱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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