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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종합 처리 박스는, 복수의 입력 디바이스, 복수의 출력 디바이스, 또는 복수의 저장 디바이스에 대해 공통

적으로 처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이 종합 처리 박스는, 입력 디바이스 혹은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또는 출력 디바이스 또는 저장 디바이스로 공급된 데이터에 대해 노이즈 감소 처리를 수행한다. 이 종합 처리 박스는 

또한, 예를 들어 시공간 처리 또는 계조 처리, 각 입력 디바이스 유형, 각 출력 디바이스 유형, 또는 각 저장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행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입력 디바이스가 비디오 카메라일 경우, 비디오 카메라

는, CCD와, 샘플 및 홀드 회로로부터의 출력의 이득을 조정하기 위한 AGC 회로와, AGC 회로의 아날로그 출력을 디

지털 출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A/D 변환 회로만으로 구성된다. 즉, CCD의 픽셀에 대한 결함 보정, γ보정, 칼라 매트

릭스 변환의 수행을 차단하지 않고 비디오 카메라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데이터 처리 장치, 입력 인터페이스, 기록 매체, 가변 처리, 공통 처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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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합 처리 박스(1)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 내지 5는 공통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6 내지 8은 가변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가변 처리 그룹(28)을 형성하는 가변 처리부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0은 표준 선명(SD: standard definition) 영상 및 고선명(HD: high definition) 영상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분류 회로(214)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2는 가변 처리부에 의해 수행된 시간/공간적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3은 예측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학습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학습 장치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4는 도 13의 학습 장치에 의해 수행된 학습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5는 일반적인 장치인 비디오 카메라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6은 고유 장치인 비디오 카메라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7은 사각형의 장치인 비디오 카메라(40A)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와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사각형의 장치인 CRT 모니터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19는 고유 장치인 CRT 모니터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20은 사각형의 장치인 모니터 CRT(60A)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둘다 고유 장치인, 비디오 카메라(40B)와 CRT 모니터(60B)에 접속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사각형의 장치인 액정 모니터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23은 고유 장치인 액정 모니터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24는 사각형의 장치인 액정 모니터(80A)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둘다 고유 장치인 비디오 카메라(40B) 및 액정 모니터(80B)에 접속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는 처

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사각형의 장치인 프로젝터(91A)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

면.

도 27은 둘 다 고유 장치인 비디오 카메라(40B) 및 프로젝터(91B)에 접속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

를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사각형의 장치인 디지탈 카메라(92A) 또는 프린터(93A)에 의해 행해 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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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는 프린터(93A)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30은 둘 다 고유 장치인, 디지탈 카메라(92B) 및 프린터(93B)에 접속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

를 도시하는 도면.

도 31은 프린터(93B)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32는 사각형의 장치인 이미지 스캐너(94A)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33은 둘 다 고유의 장치인, 이미지 스캐너(94B)와 프린터(93B)에 접속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

를 도시하는 도면.

도 34는 사각형의 장치인 VCR(95AA)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간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35는 VCR(95A)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36은 둘 다 고유의 장치인, VCR(95B) 및 CRT 모니터(60B)에 접속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37은 VCR(95B)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38은 사각형의 장치인 DVD 플레이어(96A)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간의 관계를 도시하

는 도면.

도 39는 DVD 플레이어(96A)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40은 둘 다 고유의 장치인, DVD 플레이어(96B) 및 액정 모니터(80B)에 접속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

는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

도 41은 DVD 플레이어(96B)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 4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컴퓨터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종합 처리 박스

5 : 원격 조종 장치

21 : 선택기

22 : 입력 검출 수단

24 : 출력 검출 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 장치, 데이터 처리 방법, 및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여러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여러 출력 디바이스에 제공될 데이터, 및 여러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혹은 이들로 수



공개특허 10-2004-0058129

- 4 -

신되고 제공되어질 데이터에 대하여 적합한 처리를 행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 및 데이터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또한, 상술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이미지를 출력(표시)하기 위한 출력 디바이스로서, 캐소드 레이 튜브(CRT) 모니터, 액정 표시 모니터 등이 공지되어 

있다.

종래에, PAL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예를 들어, NTSC CRT 모니 터만을 갖는 사용자는 PAL CRT 모

니터를 구매해야만 한다.

즉, PAL CRT 모니터에 도입된 스캐닝 방법만이 NTSC CRT 모니터에 도입된 방법과 상이할 뿐, 다른 기능들은 동일

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PAL CRT 모니터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CRT 모니터와 같은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에서 고유한 부분(이후로는 '고유한 부분'이라 함), 어떤 디바이

스들에 공통으로 처리를 행하는 부분(이후로는, '공통 처리'로 부르기로 함), 및 개별적인 다바이스 유형에 따라 가변 

처리를 행하는 부분(이후로는, '가변 처리'로 부르기로 함)과 같이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디바이스에서 고유한 부분은 디바이스에 물리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어, CRT 디바이스에 관련하여, CRT

및 휘도 회로는 고유한 부분이고, 액정 표시 모니터에 관련해보면, 액정 패널이 고유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NTSC C

RT 모니터 및 액정 패널 모니터에서, 공통 처리를 행하는 부분은 NTSC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레드(R), 그린(G), 및 

블루(B) 성분으로 변환하기 위한 부분, 즉 NTSC 디코딩 처리를 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CRT 모니터에

서, 가변 처리를 행하는 부분은 CRT 모니터의 CRT에 연관된 주파수 특성으로 이미지 신호를 조정하는 부분에 해당

한다. 액정 표시 모니터에서, 가변 처리를 행하는 부분은 액정 모니터의 액정 패널에 연관된 주파수 특성으로 이미지 

신호를 조정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 처리는 디바이스와는 무관하게 행해질 수 있다. 한편, 가변 처리는 디바이스에 따라 다르며, 처리 내용은

디바이스에 따라 상이하다.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종래에는 CRT 모니터는 스캐닝 방법에 따라 선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고유한 부분만

을 갖는 디바이스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를 행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와 분리되어 판매되어질 것으로 앞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만일 상이한 데이터 처리 장치가 각 디바이스에 대해 필요하다면 불편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에 적합한 처리를 행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복수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정보 데이터를 선택적으

로 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데이터 처리 장치는 입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로서 입력 인터페

이스 기능을 포함한다. 입력 공통 처리부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입력 디바이스에 공통으로 처리를 행한다. 입력 가변 처리부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선택된 입력 디바이스의 타입에 따라 다양한 처리를 행한다.

상술된 데이터 처리 장치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 데이터가 수신되는 입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출하는 입력

디바이스 검출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 공통 처리부 및 입력 가변 처리부는 입력 디바이스 검출기로부터

얻어진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입력 인터페이스는 입력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2개 각각과의 인터페이스로 기능할 수 있다.

상술된 데이터 처리 장치는, 복수 유형의 출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출력 인터페이스, 출력 인터페

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에 제공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출력 디바이스에 공통으로 처리를 행하는 출력 공통 처리

부, 및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로 제공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의 출력 디바이스로부터 선택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처리를 행하는 출력 가변 처리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술된 데이터 처리 장치는, 정보 데이터가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될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출하는 출력 

디바이스 검출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 공통 처리부 및 출력 가변 처리부는 출력 디바이스 검출기로부터

얻어진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출력 인터페이스는 출력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2개의 출력 디바이스 각각과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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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인터페이스 및 출력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일체화될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처리 장치는,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저장 인터페이스; 저장 인터페

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된 정보 데

이터에 대해, 저장 디바이스들에 공통인 처리를 행하기 위한 저장 공통 처리부; 및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

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저장 디

바이스로부터 선택된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행하기 위한 저장 가변 처리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처리 장치는, 정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 데이터가 수신 또는 공급되는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

출하기 위한 저장 디바이스 검출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 공통 처리부 및 저장 가변 처리부는 저장 디바

이스 검출기로부터 얻어진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저장 인터페이스는 저장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2개의 저장 디바이스 각각과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입력 인터페이스 및 저장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일체화될 수 있다.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 인터페이스 및 저장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일체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복수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 중에서 정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입력 디바이스들과의 인터페이스로 기능

하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입력 디바이스들에 공통인 처리를 

행하기 위한 입력 공통 처리 단계; 및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

수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 중에서 선택된 입력 디바이스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행하는 입력 가변 처리 단계를 포

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컴퓨터가 복수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를 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입력 디바이스들과의 인터페

이스로 기능하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입력 디바이스들에 공

통인 처리를 행하기 위한 입력 공통 처리 단계; 및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

터에 대해, 복수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 중에서 선택된 입력 디바이스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행하는 입력 가변 처

리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공통 처리

가 행해지고, 입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정보 데이터에 대해 가변 처리가 행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입력 디바이스

의 유형에 대해 적합한 처리가 행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복수 유형의 출력 디바이스에 정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데이터 처리 장치는, 출력 디바이스들과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출력 공통 처리부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출력 디바이스들에 공통

인 처리를 행한다. 출력 가변 처리부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 유

형의 출력 디바 이스 중에서 선택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행한다.

상술한 데이터 처리 장치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 데이터가 공급되는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출하는 출력 

디바이스 검출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 공통 처리부 및 출력 가변 처리부는 출력 디바이스 검출기로부터

얻어진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출력 인터페이스는 출력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2개의 출력 디바이스 각각과의 인터페

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처리 장치는,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저장 인터페이스; 저장 인터페

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되는 정

보 데이터에 대해, 저장 디바이스들에 공통인 처리를 행하는 저장 공통 처리부; 및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

이스로부터 수신되는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되는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 중에서 선택된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행하는 저장 가변 처리부를 포

함할 수 있다.

상술한 데이터 처리 장치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 데이터가 수신 또는 공급되는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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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저장 디바이스 검출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 공통 처리부 및 저장 가변 처리부는 저장 디바이스 

검출기로부터 얻어진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저장 인터페이스는 저장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2개의 저장 디바이스 각각과 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출력 인터페이스 및 저장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일체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복수 유형의 출력 디바이스에 정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 처

리 장치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처리 방법이 제공된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출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출력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출력 공통 처리 단계와,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로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 유형의 출력 디바

이스로부터 선택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출력 가변 처리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컴퓨터가 복수 유형의 출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출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

스 기능을 하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출력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처

리를 수행하는 출력 공통 처리 단계와,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 디바이스로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 유

형의 출력 디바이스로부터 선택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출력 가변 처리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 유형의 출력 디바이 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공통 처

리가 수행되고,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정보 데이터에 대해 가변 처리도 수행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유형의 출

력 디바이스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있어서,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와 정보를 선택적으로 주고 받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이 데이터 처리 장치는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다. 저장 공통 처리부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처리를 수행한다. 저장 가변 처리부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 및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

될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선택된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수

행한다.

전술한 데이터 처리 장치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 데이터를 주고 받는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를 검출하기 위한

저장 디바이스 검출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장 공통 처리부 및 저장 가변 처리부는 저장 디바이스 검출

기로부터 얻은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저장 인터페이스는 최소한 2개의 저장 디바이스 각각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와 정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주고 받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 을 제공한다. 데이터 처리 방법은 저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

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저장 공통 처리 단계와, 저장 인터페이

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

터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선택된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저장 

가변 처리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컴퓨터가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와 주고 받는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

터 처리를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록 매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저장 디바이스와의 인터페

이스 기능을 하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통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저장 공통 처리 단계와, 저

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에 공급될 정보 데이터 또는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

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로부터 선택된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수

행하는 저장 가변 처리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의 경우, 저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 유형의 저장 디바이스와 주고 받는 저장 데이터에 대해 공통 처리

가 수행되고, 저장 디바이스의 유형에 따라 정보 데이터에 대해 가변 처리도 수행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저장 디

바 이스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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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시스템은 복수의 장

치의 논리 그룹이고, 동일한 하우징 내에 서로 다른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 처리 박스(1)는 복수의 입력 디바이스(11 1 내지 11 K )에 각각 접속 가능한 복수의 단자(2 1 내지 2 K )(K는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음), 복수의 출력 디바이스(12 1 내지 12 M )에 접속 가능한 복수의 단자(3 1 내지 3 M )(

M은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음), 및 복수의 기억 장치(13 1 내지 13 N )에 접속 가능한 복수의 단자(4 1 내지 4 N

)(N은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음)를 포함한다.

종합 처리 박스(1)는 입력 디바이스(11 k )(k = 1, 2, ..., k)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출력 디바이스(12 m )(m = 1, 2, ...

., M)로 출력될 데이터, 기억 장치(13 n )(n = 1, 2, ..., N)에 기록될 데이터, 및 기억 장치(13 n )로부터 판독되는 데

이터에 대한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를 행한다.

입력 디바이스(11 k )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 예를 들면, 디지탈 카메라, 이미지 스캐너 등이다. 출력 디바이

스(12m)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유형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장치, 예를 들면, CRT 모니터, 액정 표시 모니터, 

프로 젝터, 프린터 등이다. 기억 장치(13 n )는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 예를 들면,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DV

D) 플레이어, 비디오 카셋트 레코더(VCR) 등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장치는 크게 고유부, 공통 처리를 행하는 부분, 및 가변 처리를 행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 세 부분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중에, 종합 처리 박스(1)는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11 k ), 출력 디바이스(12 m ), 및 기억 장치(13 n )의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를 행하는 부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즉,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11 k ), 출력 디바이스(12 m ),

기억 장치(13 n ) 필요한 고유 부품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입력 디바이스(11 k ), 출력 디바이스(12 m ), 및 기억 장치(13 n )는, 종래의 장치에서와 같이, 3개의 부분, 

즉, 고유부, 공통 처리를 행하는 부분, 가변 처리를 행하는 부분을 갖는 경우가 있다. 환언하면, 고유부만을 갖는 장치 

뿐만 아니라, 종래의 장치도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유부만으로 형성된 장치는 여기서는 고유 장치라고 하고, 종래의 장치와 같이, 3개의 부분, 즉, 고유부, 공통 처리를

행하는 부분, 및 가변 처리를 행하는 부분을 갖는 장치는 보통 디바이스라고 한다.

사용자는 원격 제어기(5)를 작동시켜 종합 처리 박스(1)에 다양한 명령을 제공한다. 원격 제어기(5)는 사용자의 동작

에 응답하여 동작 신호, 예를 들어 적외 선 신호를 방출하고, 종합 처리 박스(1)는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하도록 적외선

신호를 수신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입력 디바이스(11 k ), 출력 디바이스(12 m ), 및 기억 장치(13 n )가 모두 케이블에

의해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치들은 예를 들어 전자파 혹은 적외선 빔을 이용하여, 

종합 처리 박스(1)와 무선으로 데이타 통신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간단함을 위하여,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처리되어질 데이타는 이미지 데이타로 결정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합 처리 박스(1)의 구성의 예를 도시한다.

입력 디바이스(11 k )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선택기(21)는 단자들(2 1 내지 2 k )에 각각 접속된 입력 디바

이스들(11 1 내지 11 k )로부터 이미지 데이타를 수신하고, 제어기(30)의 제어하에 타깃(target) 이미지 데이타를 선

택하고, 그 타깃 이미지 데이타를 종합 처리기(27)로 공급한다. 선택기(21)는 단자들(2 1 내지 2 k ) 각각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들(11 1 내지 11 k )의 유형을 검지하기 위하여 부착된 입력 검지기(22)를 가지며, 장치의 검지된 유형

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어기(30)에 공급한다.

입력 검지기(22)는 단자(2 k )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11 k )와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단자(2 k )에 접속된 입력 디

바이스(11 k )의 유형을 검지할 수 있다. 대안으 로, 단자들(2 1 내지 2 k )에 접속가능한 입력 디바이스는 미리 설정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자(2 k )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11 k )의 유형을 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안으로, 사용자는

원격 제어기(5)를 동작시킴으로써 단자(2 k )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11 k )의 유형을 입력할 수 있다. 유사하게, 이

후에 설명되는 출력 검지기(24) 및 기억 검지기(26)는 단자(3 m )에 접속된 출력 디바이스(12 m )의 유형 및 단자(4 

n )에 접속된 기억 장치(13 n )의 유형을 각각 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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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디바이스(12 m )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선택기(23)는 제어기(30)의 제어하에서 단자들(3 1 내지 3 M )

에 각각 접속된 출력 디바이스들(12 1 내지 12 M )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 처리기(27)로부터 수신된 이미지 데

이타를 선택된 출력 디바이스로 공급한다. 선택기(23)는 단자들(3 1 내지 3 M )에 각각 접속된 출력 디바이스들(12 

1 내지 12 M )의 유형을 검지하기 위한 부착된 출력 검지기(24)를 가지고, 출력 디바이스의 검지된 유형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어기(30)로 공급한다.

기억 장치(13 n )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선택기(25)는 제어기(30)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 단자들(4 1 내

지 4 N )에 각각 접속된 기억 장치들(13 1 내지 13 N )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 처리기(27)로부터 수신된 이미지

데이타를 선택된 기억 장치로 공급한다. 선택기는 단자들(4 1 내지 4 N )에 각각 접속된 기억 장치들(13 1 내지 13 

N )의 유형을 검지하기 위한 부착된 기억 검지기(26)를 가지며, 기억 장치의 유형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어기(30)로 공

급한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입력 디바이스(11 k )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선택기(21), 출력 디바이스(12 

m )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선택기(23), 및 기억 장치(13 n )와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는 선택기(25)가 개별

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입력 디바이스(11 k ), 출력 디바이스(12 m ), 및 기억 장치(13 n ) 모두를 위하여 오직 하

나의 선택기만이 제공될 수 있다. 즉, 3개의 선택기들(21, 23, 및 25)을 제공하는 것 대신에, 오직 단일 선택기만이 제

공되어, 입력 디바이스(11 k ), 출력 디바이스(12 m ), 및 기억 장치(13 n )는 모두 단일 선택기에 접속 가능하다.

종합 처리기(27)는, 가변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가변 처리부으로 구성된 가변 처리 그룹(28), 및 공통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공통 처리부으로 구성된 공통 처리 그룹(29)으로 형성된다. 가변 처리 그룹(28)

은 선택기(21과 25)로부터 공급된 이미지 데이타, 및 선택기(23과 25)로 출력되어질 이미지 데이타 상의 가변 처리를

제어기(30)의 제어하에서 수행한다. 공통 처리 그룹(29)은 선택기(21과 25)로부터 공급되는 이미지 데이타, 및 선택

기로(23과 25) 출력되어질 이미지 데이타 상의 공통 처리를 제어기(30)의 제어하에서 수행한다.

제어기(30)는 선택기(21, 23, 및 25), 및 입력 검지기(22)로부터 수신된 입력 디바이스(11 1 내지 11 K )의 검지된 

유형에 대한 정보, 출력 검지기(24)로부터 수 신된 출력 디바이스(12 1 내지 12 m )의 검지된 유형에 대한 정보, 기억

검지기(26)로부터 수신된 기억 장치들(13 1 내지 13 N )의 검지된 유형에 대한 정보, 및 원격 제어기로부터의 신호에

기초하여 종합 처리기(27)를 제어한다. 제어기(30)는 인터넷과 같은 소정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 유닛(31)으로부

터 송신된 데이타를 수신하여, 소정의 처리를 수행한다.

통신 유닛(31)은 예를 들어 모뎀, 단말기 어댑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등으로 형성되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

버(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송신된 데이타를 수신하고 그 데이타를 제어기(30)로 공급한다. 즉, 통신 유닛(31)은 네트워

크를 통하여 서버에게 제어기의 제어하에서 종합 처리기(27)에서 수행되어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타(예를 들어, 

아래에서 설명될 예측 계수(prediction coefficient))를 전송하라고 요구한다. 서버는 요구된 데이타를 가지면, 그 데

이타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 유닛(31)으로 공급한다. 통신 유닛(31)은 서버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여 그 데이타를

제어기(30)로 공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통신 유닛(31)으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면, 제어기(30)는 필요한 경우 이전 데이타를 수신된 데이

타로 갱신할 수도 있다.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수행되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는 다음과 같다.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통 처리는 장치 독립적인 처리이며, 복수개의 장치들에 대해 공통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통 처리는 잡음 감소(N

R) 처리, NTSC 인코딩 처리 및 동이미지 표준화 그룹(MPEG) 인코딩 처리에 대응한다.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통 처리는 NR 처리, NTSC 디코딩

처리 및 MPEG 디코딩 처리에 대응한다.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통 처리는 압축/디코딩 처리 및 이산 코사인 변환(DCT)/ 역 DCT 처리에서 사용되는 허프만-코딩/디코딩 처

리에 대응한다.

반대로, 가변 처리는 디바이스-의존 처리, 즉 디바이스의 종류에 따라 콘텐츠가 상이한 처리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 디바이스에 대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변 처리는 주파수 볼륨 처리, 시간/공간적 처

리, 픽셀 변환 처리 등에 대응한다.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디바이스에 대하여,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

변 처리는 주파수 볼륨 처리, 시간/공간적 처리 및 픽셀 변환 처리에 대응한다.

주파수 볼륨 처리에서, 이미지의 주파수 특성을 조정함으로써 선명도(해상도)가 변화된다. '볼륨'은 주파수 특성이 조

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파수 볼륨 처리는 이미지의 주파수 특성을 결정한다. 시간/공간적 처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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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도메인 또는 공간 도메인내의 픽셀 수가 변화된다. 픽셀 변환 처리에 따라, 픽셀의 종횡비가 변화된다.

출력 디바이스로서 기능하는 CRT 또는 액정 패널상에 이미지가 표시되면, 이미지의 주파수 특성이 출력 디바이스, 

즉 CRT 또는 액정 패널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RT상에 이미지가 표시되면, 이미지의 프레임(필드) 

레이트는 CRT의 타입, 즉 NTSC 타입 또는 PAL 타입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CRT가 NTSC 타입인지 컴퓨터용으

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픽셀의 종횡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파수 볼륨 

처리, 시간 또는 공간 도메인에서의 선명도(해상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공간적 처리 및 픽셀의 종횡비를 변화시

키기 위한 픽셀 변환 처리는 디바이스 의존이며 가변 처리에 대응한다.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디바이스의 경우에, 예를 들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축/디코딩 처리에 사용되는 

양자화/역양자화 처리, 양자화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 양자화 처리 이전 또는 이후에 수행되는 사전-처리 또는 사후-

처리에 대응한다. 특히, 대량의 저장 용량을 갖는 저장 디바이스의 경우에,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소규모

의 양자화 단계를 갖는 양자화 처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소량의 저장 용량을 갖는 저장 디바이스의 

경우에, 이미지 품질 대신에 전체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보다 대규모의 양자화 단계를 갖는 양자화 처리가 수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양자화/역양자화 처리는 디바이스 의존형이며 가변 처리에 대응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도 2에 도시된 가변 처리 그룹(28)은 주파수 볼륨 처리, 픽셀 변환 처리 및 시간/공간적 처리와 같

은 가변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가변 처리는 본 출원의 양수인이 이미 제안한 분류 적응 처리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 분류 적응 처리는 후술될 것이다.

분류 적응 처리는 또한 분류 처리 및 적응 처리로 분할된다. 분류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가 특성에 따라 분류되

며, 각 종류의 데이터 항목들은 적응 처 리에 따라 적응된다. 적응 처리의 상세한 설명은 후술될 것이다.

적응 처리에 따르면, 표준-선명도 또는 저 선명도의 이미지(SD 이미지)을 형성하는 픽셀(이러한 픽셀은 이하 'SD' 픽

셀이라 칭함)은 소정의 예상 계수와 선형으로 결합된다. 그 결과, SD 이미지보다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HD 이미지)을

형성하는 픽셀의 예상값이 결정될 수 있다. 예상값에 기초하여, SD 이미지보다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가 얻어질 수 있

다.

보다 상세히 기술하자면, 예를 들어, 소정의 HD 이미지는 감시자 데이타로 설정되고, HD 이미지보다 선명도가 낮은 

SD 이미지는 학습자 데이타로 설정된다. 현재는, HD 이미지를 형성하는 픽셀(이들 픽셀을 이하에서는 'HD 픽셀'로 

기술하기로 함)의 참 픽셀값 y의 추정치 E[y]는 일부 SD 픽셀 중 한 셋트이 픽셀값 x 1 , x 2 등과 소정의 추정 계수 

w 1 , w 2 , 등을 선형으로 조합시켜 정의된 선형으로 조합된 모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추정

치 E[y]는 다음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수학식 1을 일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한 셋트의 추정 계수 w j 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W, 학습자 데이타 x ij 로 구

성되는 매트릭스 X, 및 한 셋트의 추정치 E[y j ]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Y'가 아래 수학식 2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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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면,

다음식이 적용된다.

수학식 3

여기서, 매트릭스 X의 성분 x ij 는 i번째 셋트의 학습자 데이타(i번째 셋트의 학습자 데이타는 i번째 감시자 데이타의 

항목 y i 를 추정하는 데 사용됨)의 j번째 항목을 나타내고, 매트릭스 W의 성분 w j 는 i번째 셋트의 학습자 데이타의 

j번째 항목이 곱해진 추정 계수를 나타내고, y i 는 감시자 데이타의 i번째 항목을 나타내어, E[y i ]는 감시자 데이타

의 i번째 항목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수학식 1의 좌변의 변수 y는 부지수 i가 없는 매트릭스 Y의 성분 y i 에 대응한다

. 수학식 1의 우변에서의 변수 x 1 , x 2 등은 부지수i가 없는 매트릭스 X의 x ij 에 대응한다.

현재, HD 픽셀의 픽셀값 y에 근접 치한 추정치 E[y]는 수학식 3에 최소 제곱 법을 적용시켜 정해지는 것으로 여겨진

다. 이 경우, 감시자 데이타로서 기능하는 HD 픽셀의 한 셋트의 참 픽셀값 y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Y, 및 추정치 E[y]

와 HD 픽셀의 픽셀값 y 간의 한 셋트의 잔차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E가 다음식

수학식 4

으로 정의되면,

다음식이 적용된다.

수학식 5

이 경우, HD 픽셀의 픽셀값 y에 근접 위치된 추정치 E[y]를 결정하기 위한 추정 계수 w j 는 제곱 오차를 최소화시

킴으로써 수학식 6으로 정해질 수 있다.

수학식 6

따라서, 추정 계수 w j 에 대해 상기 제곱 오차를 미분시켜 구한 값이 0인 경우, 아래의 수학식 7을 만족시키는 추정 

계수 w j 는 HD 픽셀의 픽셀값 y에 근사한 추정치 E[y]를 결정하기 위한 최적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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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이와 같이, 추정 계수 w j 에 대해 수학식 5를 미분시킴으로써, 아래 수학식 8이 적용된다.

수학식 8

수학식 7 및 수학식 8로부터, 아래 수학식 9를 얻을 수 있다.

수학식 9

학습자 데이타 x ij , 추정 계수 w j , 감시자 데이타 y i , 및 수학식 5에서의 잔차 e i 간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수

학식 9로부터 아래 수학식 10을 구할 수 있다.

수학식 10

매트릭스(공분산 매트릭스) A 및 벡터 v가 아래의 수학식 11로 정의되며,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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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W가 수학식 2로 정의되면, 아래의 수학식 10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2

수학식 10에 따르면, 소정 셋트수의 학습자 데이타 x ij 와 감시자 데이타 y i 를 준비함으로써, 정해질 추정 계수 w j

의 j 개수와 동일한 수의 수학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벡터 W(수학식 12에서의 매트릭스 A는 수학식 12의 해를 

구하기 위한 정규 매트릭스임에 주목해야 함)의 해를 구함으로써, 최적의 추정 계수 w j 를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2

의 해는 예를 들어, 가우스-조단 제거법에 따라 구해질 수 있다.

최적의 추정 계수 w j 는 상술된 바와 같이 구해진다. 이로써, 추정 계수 w j 를 이용하여, 수학식 1에 따라 HD 픽셀

의 픽셀값 y에 근사한 추정치 E[y]가 정해진다.

적응성 처리는 상술된 바와 같이 수행된다.

적응성 처리에 따르면, SD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HD 이미지에 포함되는 성분이 재구성된다. 이 특징 면에서, 적

응성 처리는 예를 들어 내삽 처리와 다르다. 더 상세하게는, 적응성 처리는 등식(1)의 관점에서 내삽 필터를 이용하는

내삽 처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내삽 필터에서 이용되는 탭 계수와 등가인 예측 계수 w는 관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즉 학습함으로써 획득되어, HD 이미지에 포함된 성분을 재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적응

성 처리는 이미지-생성(정의-작성) 함수이다.

이 예에서, 적응성 처리가 정의를 개선시키도록 수행되지만, 예측치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관리자 데이터와 학습자 

데이터를 변경함으로써 신호 대 잡음(S/N)비 및 이미지 품질(예를 들어, 블러링)을 개선하도록 수행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술된 예에서, 적응성 처리가 SD 이미지를 공간 도메인에서 더 많은 픽셀을 갖는 HD 이미지로 변환하도

록 수행된다. 그러나, 예측 계수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관리자 데이터 및 학습자 데이터를 변경함으로써, 임시 도메

인에서 픽셀의 수, 즉 프레임 레이트(필드 레이트) 또는 픽셀 측면비(aspect ratio)가 변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응성 처리에 따르면, 다양한 예측 계수가 관리자 데이터 및 학습자 데이터를 변경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

다. 그러면, 다양한 타입의 처리가 이미지에 수행될 수 있다.

도 9는 적응성 처리를 수행하는, 더 상세하게는 분류 적응성 처리에 따라 개선된 정의를 갖는 HD 이미지의 예측치를 

결정하는 시간/공간 처리를 수행하는 가변적 처리 유닛의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도 9에 도시된 가변적 처리 유닛에서, 입력 디바이스(11 k )에서 출력 디바이스(12 m )로 SD 이미지가 공급될 때, 정

의를 적절히 개선하는 가변적 처리가 입력 디바이스(11 k ) 및 출력 디바이스(12 m )의 타입에 따라 수행된다.

단순한 표시로서, 525i 이미지(525 수평선을 갖는 인터레이스 이미지) 또는 262p 이미지(262 수평선을 갖는 프로그

레시브 이미지)이 SD 이미지로서 입력되고, 525p 이미지(525 수평선을 갖는 프로그레시브 이미지)이 HD 이미지로

서 출력된다. 262p SD 이미지의 프레임 레이트, 525i SD 이미지의 필드 레이트 및 525p HD 이미지의 프레임 레이

트는 예를 들어 60㎐로 동일하다. 따라서, 525i SD 이미지의 프레임 레이트는 30㎐이다.

그러면, 262p SD 이미지의 한 프레임은 HD 이미지의 한 프레임에 대응하고, 525i SD 이미지의 한 필드는 HD 이미

지의 한 프레임에 대응한다. 262p 또는 525i SD 이미지의 수평선에서의 픽셀의 수 대 525p HD 이미지의 수평선에

서의 픽셀의 수의 비율은 1 : 2이다. 따라서,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262p SD 이미지과 525i HD 이미지 둘 다는 

수직 픽셀 및 수평 픽셀을 두 배로 함으로써 개선된 정의를 갖는 525p HD 이미지로 변환된다.



공개특허 10-2004-0058129

- 13 -

525i 이미지의 전형적인 예는 텔레비젼 방속국으로부터 송출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NTSC 이미지

(이하, '텔레비젼 이미지')이다. 252p 이미지의 전형적인 예는 게임 머신으로부터 판독되는 게임 이미지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정의가 개선될 SD 이미지가 예를 들어 프레임 또는 필드 단위로 프레임 메모리(211)에 공급되며, 

선정된 기간으로 저장된다.

프레임 메모리(211)는 SD 이미지의 복수의 프레임 또는 필드를 동시에 저장하도록 복수의 뱅크를 포함한다.

예측 탭 형성 회로(212)는 프레임 메모리(211)에 저장된 SD 이미지보다 더 높은 정의를 갖는 HD 이미지를 형성하여

주어진 픽셀이 되는 선정된 픽셀을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HD 이미지는 가변적 처리 유닛에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가상 이미지이다. 예측 탭 형성 유닛(212)은 그러면 프레임 메모리(211)에 저장된 SD 이미지로부터 HD 이미지의 

주어진 픽셀에 공간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가깝게 위치된 일부의 SD 픽셀을 선택함으로써 예측 계수로 누산되도록 

예측 탭을 형성한다.

예측 탭 형성 회로(212)는 또한 레지스터(218b)에 설정된 정보(이하, '예측 탭 정보')를 토대로 예측 탭으로서 이용되

도록 SD 픽셀의 선택 패턴을 설정한다.

더 상세하게는, 예측 탭 형성 정보를 토대로, 예측 탭 형성 회로(212)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어진 픽셀(도 10

에 두 개의 픽셀 즉, P 33 및 P 34 , P 33 은 이 예에서 선택된 것이다)에 가장 가깝게 위치된 SD 이미지의 픽셀, 4개

의 가장 가까운 SD 픽셀 즉, P 33 의 상, 하, 좌, 우에 위치된 P 23 , P 43 , P 32 및 P 34 및 P 33 에 대응하는 이전 프

레임의 SD 픽셀 및 P 33 에 대응하는 후속적인 프레임의 SD 픽셀 즉, 전체 7개의 픽셀을 선택한다. 예측 탭 형성 회

로(212)는 예측 탭으로서 이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으로서 7개 픽셀을 설정한다.

이와 달리, 예측 탭 형성 정보에 따르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측 탭 형성 회로(212)는 소정의 픽셀에 가장 가

까운 SD 이미지의 픽셀(P33)와, 이 픽셀 (P33)의 위, 아래, 좌측, 우측에 위치한 4개의 최근접 SD 픽셀(P23, P43, P3

2, P34)와, P33에 대응하는 이전 필드의 SD 픽셀와, P33에 대응하는 연속 필드의 SD 픽셀 즉, 예측 탭으로 사용될 S

D 픽셀의 선택 패턴으로서의 7개의 전체 픽셀을 선택한다.

대안적으로, 예측 탭 형성 정보에 따르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측 탭 형성 회로(212)는 소정의 픽셀에 가장 

가까운 SD 이미지의 픽셀(P33)와, 이 픽셀 (P33)의 위, 아래, 좌측, 우측에 위치한 4개의 다음 근접(next-but-one) 

SD 픽셀(P13, P53, P31, P35)와, 픽셀(P33) 이전의 SD 픽셀의 2 프레임(혹은 2 필드)과, 픽셀(P33) 이후의 SD 픽셀

의 2 프레임(혹은 2 필드) 즉, 예측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으로서의 전체 7개의 픽셀을 선택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예측 탭 형성 회로(212)는 예측 탭 형성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 패턴을 설정하고, 프레임 메모리(21

1) 내에 저장된 SD 이미지로부터의 소정의 픽셀에 대한 예측 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을 선택한다. 다음에, SD 픽셀들

을 형성하는 선택된 예측 탭들은 예측 계산 회로(216)에 출력된다.

예측 탭으로서 선택된 SD 픽셀들은 상술한 선택 패턴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비록 상술한 예에서 예측 

탭들은 7개의 SD 픽셀들로 형성되고 있지만, 예측탭을 형성하기 위한 SD 픽셀의 수는 예측 탭 형성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히 선택될 수도 있다.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는 프레임 메모리(211)에 저장된 SD 이미지로부터의 소정의 픽셀에 공간적으로 혹은 일시 

근접하여 위치하는 몇몇 SD 픽셀들을 선택하여, 소정의 픽셀들을 클래스 내로 분류하기 위한 클래스 탭을 형성한다.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는 레지스터(218C)내에 설정된 정보(이하, '클래스 탭 형성 정보'라 함)에 기초하여 클래스 

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을 설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 기초하여,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는 소정의

픽셀에 가장 근접한 픽셀(P33)와, 이 픽셀(P33)의 위, 아래, 좌측,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우측에

위치한 8개의 최근접 SD 픽셀(P23, P43, P32, P34, P22, P42, P24, P44)와, 이전 프레임의 SD 픽셀와, 연속 프레임

의 SD 픽셀 즉, 클래스 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으로서의 전체 7개의 픽셀들을 선택한다.

이와 달리,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 따르면,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는 소정의 픽셀에 가

장 근접하여 위치한 픽셀(P33)와, 이 픽 셀 (P33)의 위, 아래, 좌측,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우측

에 위치한 8개의 최근접 SD 픽셀(P23, P43, P32, P34, P22, P42, P24, P44)와, 이전 필드의 SD 픽셀와, 연속 필드

의 SD 픽셀 즉, 클래스 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으로서의 전체 7개의 픽셀들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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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으로,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 따르면,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는 소정의 픽셀에 

가장 근접한 SD 이미지의 픽셀(P33)와, 이 픽셀 (P33)의 위, 아래, 좌측,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우측에 위치한 다음 근접(next-but-one) SD 픽셀(P13, P53, P31, P35, P11, P51, P15, P55)와, 픽셀(P33) 이전의 

SD 픽셀의 2 프레임(혹은 2 필드)과, 픽셀(P33) 이후의 SD 픽셀의 2 프레임(혹은 2 필드) 즉, 예측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으로서 전체 11개의 픽셀을 선택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는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 패턴을 설정하고, 이 선택 패턴

에 따라 프레임 메모리(211) 내에 저장된 SD 이미지로부터 소정의 픽셀에 대한 클래스 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을 선

택한다. 다음에 클래스 탭은 분류 회로(214)에 출력된다.

클래스 탭으로 선택된 SD 픽셀들은 상술한 선택 패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비록 상술한 예에서 클래스

탭들은 11개의 SD 픽셀들로 형성되고 있지만, 클래스 탭을 형성하기 위한 SD 픽셀의 수는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 기

초하여 적절히 선택될 수도 있다.

분류 회로(214)는 소정의 픽셀을 분류하고, 그 결과적인 클래스에 대응하는 클래스 코드는 어드레스로서 계수 메모리

(215)에 공급된다.

도 11은 도 9에 도시한 분류 회로(214)의 구성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클래스 탭은 동작 분류 회로(221)와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에 공급된다.

동작 분류 회로(221)는 임시 영역에서 클래스 탭을 형성하는 SD 픽셀의 배치에 따른 이미지의 동작에 의하여 소정의

픽셀을 분류한다. 즉, 동작 분류 회로(221)는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두 3개의 픽셀, 즉 소정의 픽셀에 가장 근

접한 픽셀(P33)과, 이전 필드 혹은 프레임의 SD 픽셀(혹은 픽셀 P33 이전의 SD 픽셀의 2 필드 혹은 2 프레임)와, 연

속 필드 혹은 프레임의 SD 픽셀(혹은 픽셀 P33 이후의 SD 픽셀의 2 필드 혹은 2 프레임)를 사용하여 소정의 픽셀을 

분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작 분류 회로(221)는 3개의 SD 픽셀 중 일시 인접하는 SD 픽셀들간의 절대차의 합을 계산하여

이 합과 소정의 임계치를 비교한다. 다음에, 동작 분류 회로(221)는 이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클래스 코드 즉, 0 또는 

1을 합성 회로(223)에 출력한다.

이하, 동작 분류 회로(221)로부터 출력된 클래스 코드는 '동작 분류 코드'라 한다.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는 클래스 탭을 형성하는 모든 SD 픽셀을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공간 영역 혹은 임시 영

역내 레벨 분포에 따라 소정의 픽셀을 분류한다.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에 채택되고 있는 분류 방법으로서, ADRC(adaptive dynamic range coding)법이 이용될 

수도 있다.

ADRC 법에 따르면, 클래스 탭을 형성하는 SD 픽셀들은 ADRC 처리되며, 소정의 픽셀들은 이 결과적인 ADRC 코드

에 따라 분류된다.

K비트 ADRC 법에서, 클래스 탭을 형성하는 SD 픽셀의 최대 픽셀값 MAX와 최저 픽셀값 MIN이 발견되고, DR = MA

X-MIN은 로컬 다이나믹 레인지 DR일 것으로 판정된다. 즉, 최저 픽셀값 MIN은 클래스 탭을 형성하는 각 SD 픽셀의

픽셀값으로부터 감산되며, 이 감산된 값은 DR/2K로 나누어진다(양자화됨). 다음에, 소정의 순서로 배열된 K비트 픽

셀값의 비트열은 ADRC 코드로서 출력된다. 따라서, 예를들어, 1비트 ADRC 처리에 따르면, 최저 픽셀값 MIN은 클래

스 탭을 형성하는 각 SD 픽셀의 픽셀값으로부터 감산되고, 그 결과적인 값은 최대 픽셀값 MAX와 최저 픽셀값 MIN 

간의 평균값으로 나누어진다. 그 결과, 각 픽셀의 값은 1 비트 유형로 양자화된다. 다음에, 소정의 순서로 배치된 1비

트 픽셀값의 비트열이 ADRC 코드로서 출력된다.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는 클래스 탭을 클래스 코드로서 형성하는 SD 픽셀의 레벨 분포 패턴을 바로 출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클래스 탭이 N개의 SD 픽셀로 형성되고, K비트가 각 SD 픽셀에 할당되면, 클래스 코드의 개수는 

(2 N ) K 가 되어, 비트 K의 수에 지수적으로 비례하는 커다란 수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가 픽셀값의 비트 수에 대해 ADRC 처리와 같은 압축 처리를 수행한 후 소정의 픽

셀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RC 처리의 다른 유형으로는, 예를 들어 벡터 양자화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로부터 출력된 클래스 코드는 '시간/공간 클래스 코드'로서 이하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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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회로(223)는 움직임 분류 회로(221)로부터 출력된 움직임 클래스 코드(본 실시예에서는 1-비트 클래스 코드)를

나타내는 비트 스트림, 및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로부터 출력된 시간/공간 클래스 코드를 1-비트 스트림으로서 나

타내는 비트 스트림을 배치(조합)하여, 소정 픽셀의 최종 클래스 코드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계수 메모리(215)에 출력

한다.

도 1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218C)에 설정된 클래스 탭 형성 정보가 움직임 분류 회로(221), 시간/공간 분

류 회로(222), 및 합성 회로(223)에 제공된다. 이는 SD 픽셀의 선택 패턴의 변화를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에 형성

된 클래스 탭으로서 취급하는 것이다.

움직임 분류 회로(221)에서 얻어진 움직임 클래스 코드는 도 11에 도시된 일점 쇄선으로 가리켜진 바와 같이, 시간/

공간 분류 회로(222)에 제공될 수 있고,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는 움직임 클래스 코드에 따라 SD 픽셀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11개의 SD 픽셀로 형성된 클래스 탭은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도 9)로부터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

에 제공된다. 다음,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는 다음과 같이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움직임 클래스 코드가 0일 때, 1

1개의 SD 픽셀중 10개의 선정된 SD 픽셀이 사용될 수 있다. 움직임 클래스 코드가 1일 때, 상기 기술된 10개의 SD 

픽셀중 선정된 픽셀은 움직임 코드가 0일 때 선택되지 않는 나머지 픽셀로 대체된다.

시간/공간 분류 회로(222)가 1비트 ADRC 처리에 따라 분류를 수행할 때, 만약 11개 SD 픽셀이 모두 사용되면 시간/

공간 클래스 코드의 수는 (2 11 ) 1 이 된다.

반면에, 만약 단지 10개의 SD 픽셀이 상술한 바와 같이 움직임 클래스 코드에 따라 사용되면, 시간/공간 클래스 코드

의 최종 수는 (2 10 ) 1 이 된다. 따라서, 시간/공간 클래스 코드의 수는 11개 SD 픽셀 모두를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

함으로써 얻어진 것보다 분명히 작다.

그러나 이 경우에, SD 픽셀이 분류에 있어서 생략되는 것을 나타내는 1-비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공간 클

래스 코드의 수는 (2 10 ) 1 ×2 1 , 즉 (2 11 ) 1 이 된다. 이는 정확히 11개 SD 픽셀 모두를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함

으로써 얻어진 수와 동일하다.

도 9를 다시 참조하면, 계수 메모리(215)는 이하 상술되는 학습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복수의 예측 계수를 저

장한다. 즉, 계수 메모리(215)는 복수 유형의 뱅크로 형성되고, 각 뱅크는 대응하는 유형의 예측 계수를 저장한다. 계

수 메모리(215)는 레지스터(218D)에 설정된 정보(이하, '계수 정보'라 지칭됨)에 기초하여 사용되도록 뱅크를 설정한

다. 계수 메모리(215)는 다음 분류 회로(214)로부터 제공된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뱅크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예측 

계수를 판독하고, 이러한 예측 계수를 예측 계산 회로(216)에 제공한다.

다음, 예측 계산 회로(216)는 예측 탭 형성 회로(212)로부터 제공된 예측 탭 및 계수 메모리(215)로부터 제공된 예측

계수를 이용함으로써 수학식 (1)로 표현된 선형 예측 계산(적합 계산 ; product sum calculation)을 수행한다. 최종 

픽셀 값은 다음 SD 이미지에 비해 개선된 선명도를 갖는 HD 이미지의 예측 값으로서 이미지 재구성 회로(217)에 출

력된다.

이미지 재구성 회로(217)는 예측 계산 회로(216)로부터 제공된 예측 값으로부터 522p HD 이미지의 각 프레임을 순

차 형성하고 그것을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262p SD 이미지는 각 프레임의 라인 수가 두배가 되는 HD 이미지로 변환된다. 525i SD 이미지는

각 필드의 라인 수가 두배가 되는 HD 이미지로 변환된다. 따라서, HD 이미지의 수평 동기 주파수는 SD 이미지의 것

보다 두배 높다. 수평 동기 주파수의 변환은 또한 이미지 재구성 회로(217)에서 수행된다.

비록 본 실시예에서 SD 이미지가 525p HD 이미지로 변환되지만, 1050i HD 이미지(1050 수평선을 갖는 인터레이스

이미지) 또는 1050p HD 이미지(1050 수평선을 갖는 프로그레시브 이미지)와 같은 또 다른 포맷의 HD 이미지로 변

환될 수 있다. 이미지 재구성 회로(217)로부터 출력될 HD 이미지의 포맷은 레지스터(218A)에 저장된 정보(이하 'HD

이미지 포맷 정보'라 칭함)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레지스터 그룹(218)은 예측 탭 형성 회로(212),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 계수 메모리(215) 및 이미지 재구성 회로(

217)의 펑션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즉, 레지스터 그룹(218)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개의 레지스터(218A 내지 218D)로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대응 제어 신호에 따라 HD 이미지 포맷 정보는 레지스터(218A)에 설정되고, 예측 탭 형성 정보는 레지스터(218

B)에 설정되고, 클래스 탭 형성 정보는 레지스터(218C)에 설정되고, 계수 정보는 레지스터(218D)에 설정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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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어 신호는 HD 이미지 포맷 정보, 예측 탭 형성 정보, 클래스 탭 형성 정보, 및 계수 정보를 포함한다. 제어 신호

는 제어기(30)(도 2)에서 발생된다.

특히, 제어기(30)는 선택기(23)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출력 디바이스(12 m )의 유형에 기초하여 HD

이미지 포맷 정보를 결정한다. 제어기(30)는 또한 선정된 처리가 입력 디바이스(11 k ) 및 출력 디바이스(12 m )에 

대해 수행될 수 있도록, 선택기(21)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의 제공하기 위한 입력 디바이스(11 k )의 유형(본 실시예에

서는, 입력 디바이스(11 k )의 유형은 입력 디바이스(11 k )가 525i 이미지 또는 262p 이미지를 출력하는 지를 가리

킨다) 및 선택기(23)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출력 디바이스(12 m )의 유형에 기초하여 예측 탭 형성 

정보, 클래스 탭 형성 정보, 및 계수 정보를 결정한다.

도 9에 도시된 가변 처리 장치에 수행되는 SD 이미지의 선명도 개선하기 위한 시간/공간 처리에 대해, 도 12의 순서

도를 참조하여 이제 설명된다.

사용자가 원격 제어기(5)(도 1)를 작동시키으로써 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디바이스(11 k ) 및 이미지를 출력하

기 위한 출력 디바이스(12 m )를 지정할 때, 제어기(30)는 선택기(21 및 23)를 제어하여 지정된 입력 디바이스(11 k

)에 접속된 단자(2 k ) 및 지정된 출력 디바이스(12 m )에 접속된 단자(3 m )을 각각 선택한다. 다음, 입력 디바이스(

11 k )로부터 출력된 이미지 데이터는 선택기(21)에 의해 선택되고 도 2에 도시된 종합 처리기(27)(가변 처리 그룹(2

8) 및 공통 처리 그룹(29))에 제공되며, 종합 처리기(27)로부터 출력된 이미지 데이터는 선택기(23)에 의해 선택되어 

출력 디바이스(12 m )에 제공된다.

본 실시예에서, 입력 디바이스(11 k ) 및 출력 디바이스(12 m )는 사용자 지시에 의해 선택된다. 대안적으로, 해당 입

력 디바이스(11 k ) 및 해당 출력 디바이스(12 m )는 선택기(21)의 단자 2 k 및 선택기(23)의 단자 3 m 에 미리 설정

될 수 있다. 또는, 콘트롤러(30)는 셀렉터(21)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의 유형 및 셀렉터(23)에 접속된 출력 디바이스

의 유형에 근거하여 최적의 입력 디바이스 및 최적의 출력 디바이스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셀렉터(21)에 의해 선택된 입력 디바이스(11 k )로부터 수신된 SD 이미지는 순차적으로 프레임 또는 필드 단위로 프

레임 메모리(211)에 공급되어 저장된다.

그 동안에, 콘트롤러(30, 도 1)는 입력 디바이스(11 k )의 유형 및 출력 디바이스(12 m )의 유형에 근거하여 해당 제

어 신호를 발생하여 레지스터 그룹(218)에 공급한다. 따라서, HD 이미지 포맷 정보, 예측 탭 형성 정보, 클래스 탭 형

성 정보 및 계수 정보는 제어 신호에 따라 레지스터 그룹(218)의 레지스터 218A, 218B, 218C 및 218D에 각각 설정

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 525i 또는 262p SD 이미지는 525p HD 이미지로 변환된다. 이와 같이, 525p 이미지는 HD 이미지 포

맷 정보내에 설정된다. 예측 탭 형성 정보에는, 525i 또는 262p SD 이미지를 525p HD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한 최적 

예측 탭을 형성하기 위한 선택 패턴이 설정되어 있다.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는, 525i 또는 262p SD 이미지를 525p 

HD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한 최적 클래스 탭을 형성하기 위한 선택 패턴이 설정되어 있다. 계수 정보에는, 525i 또는 

262p SD 이미지를 525p HD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한 최적 예측 계수를 저장하기 위한 계수 메모리(215)의 뱅크를 

가리키는 정보가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단계 S1에서, 주어진 픽셀은 프레임 메모리(211)에 저장된 SD 이미지에 비해 고품위의 HD 이미지를 형

성하는 픽셀 중에서 설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HD 이미지는 변수 처리 유닛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 

이미지이다. 형성 회로(212)는 프레임 메모리(211)에 저장된 SD 이미지의 픽셀을 사용하여 주어진 픽셀에 대한 예측

탭을 형성한다. 또한, 단계 S1에서, 클래스 탭 형성 유닛(213)은 프레임 메모리(211)에 저장된 SD 이미지의 픽셀을 

사용하여 주어진 픽셀에 대한 클래스 탭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예측 탭은 예측 계산 회로(216)에 공급되고, 클래스 

탭은 분류 회로(214)에 공급된다.

예측 탭 형성 회로(212)는 레지스터(218B)에 설정된 예측 탭 형성 정보에 따라 예측 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을 설정하고 선택 패턴에 따라 SD 픽셀 을 선택함으로써 예측 탭을 형성하게 된다.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는 

레지스터(218C)에 설정된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 따라 클래스 탭으로 사용될 SD 픽셀의 선택 패턴을 설정하고 선택 

패턴에 따라 SD 픽셀을 선택함으로써 클래스 탭을 형성하게 된다.

뒤이어서, 단계 S2에서, 분류 회로(214)는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로부터 공급된 클래스 탭에 기초하여 주어진 픽

셀들을 분류하고, 결과 클래스에 대응하는 클래스 코드를 계수 메모리(215)에 어드레스로서 공급한다.

그 다음에, 단계 S3에서, 계수 메모리(215)는 분류 회로(214)로부터 공급된 클래스 코드로 표현된 어드레스에 기억된

예측 계수를 판독하고 이 예측 계수를 예측 계산 회로(216)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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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메모리(215)는 레지스터(218D)에 설정된 계수 정보에 해당하는 뱅크를 선택하여 분류 회로(214)로부터 공급된

선택된 뱅크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예측 계수를 판독한다.

단계 S4에서, 예측 계산 회로(216)는 예측 탭 형성 회로(212)로부터 공급된 예측 탭 및 계수 메모리(215)로부터 공급

된 예측 계수를 사용하여 수학식 (1)로 표현된 선형 예측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의 픽셀 값을 이미지 재구성 회로(

217)에 주어진 픽셀에 대한 예측 값으로서 공급한다.

그 후에, 단계 S5에서, 이미지 재구성 회로(217)는 예를 들면 한 프레임의 예측 값이 예측 계산 회로(216)로부터 얻

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5의 출력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단계 S1으로 돌아가고, HD 이미지의 

해당 프레임을 형성하는 픽셀 중에서 새로운 주어진 픽셀을 설정하고 단계 S1 내지 S5에서의 처리를 반복한다.

단계 S5에서, 한 프레임의 예측 값들이 얻어진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단계 S6으로 진행하여 이미지 재구성 회로(217)

는 예측 값들의 프레임에 대응하는 한 프레임의 HD 이미지(525p HD 이미지)을 재구성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단계 S1으로 되돌아가서 HD 이미지의 후속 프레임에 대해 단계 S1부터의 처리를 마찬가지로 반복하게 된다.

도 13은 도 9에 도시한 변수 처리 유닛의 계수 메모리(215)에 저장된 예측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학습 처리를 수행하

기 위한 학습 장치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관리자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HD 이미지(이후부터는, '관리자 이미지'이라 함)은 예를 들면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 메

모리(231)에 공급되고, 프레임 메모리(231)는 순차적으로 관리자 이미지를 저장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도 9에 도시한 변수 처리 유닛에서 얻게 되는 HD 이미지가 525p 이미지가기 때문에, 525p 이미지

는 관리자 이미지로 사용된다.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예를 들면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 메모리(231)에 저장된 관리자 이미지를 판독한다. 데시메

이션 필터(232)는 그 다음에 관리자 이미지의 대역폭을 감축시키고 또한 픽셀의 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저역 통과 필

터링(LPF)를 수행한다. 따라서,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학습자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SD 이미지(이후부터는, '학습

자 이미지'이라 함)을 생성하기 위해 관리자 이미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이 SD 이미지를 프레임 메모리(233)에 공

급한다.

즉, 이 실시예에서는, 도 9에 도시한 변수 처리 유닛에서, 525i 또는 262p SD 이미지로부터 525p HD 이미지가 얻어

진다. 또한, 525p HD 이미지의 픽셀 수는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525i 또는 262p SD 이미지의 픽셀 수를 2배로 만든

다.

이와 같이, 관리자 이미지(525p HD 이미지)으로부터 학습자 이미지(525i 또는 262p SD 이미지)을 생성하기 위해,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먼저 LPF 처리(이 경우, 반대역 필터링)를 수행하여 주파수 대역을 1/2로 감축시킨다.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또한 LPF 처리된 이미지의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픽셀을 하나 걸러 데시메이트함으로써 픽

셀의 수를 1/2로 감축시킨다. 그 다음에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관리자 이미지의 각 프레임의 수평 라인을 하나 걸

러 데시메이트함으로써 수평 라인의 수를 1/2로 감축시킨다. 그 결과, 262p SD 이미지가 학습자 이미지로서 생성될 

수 있다.

그 대신에,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관리자 이미지의 각 기수 프레임의 우수 라인을 데시메이트하고 또한 각 우수 프

레임의 기수 라인을 데시메이트함으로써 수평 라인의 수를 1/2로 감축할 수도 있다. 그 결과, 525i SD 이미지가 학습

자 이미지로서 생성될 수 있다.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레지스터(240A)에 설정된 정보(이후부터는, '학습자 이미지 포맷 정보'라 함)에 따라 이미지

의 유형, 즉 252p SD 이미지인지 또는 525i SD 이미지인자를 판정한다.

프레임 메모리(233)는 예를 들면 프레임 또는 필드 단위로 데시메이션 필터(232)로부터 출력된 학습자 이미지를 순

차적으로 저장한다.

예측 탭 형성 회로(234)는 프레임 메모리(231)에 저장된 관리자 이미지를 형성하는 픽셀(이후부터는, '관리자 픽셀'이

라 함)을 주어진 픽셀로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예측 탭 형성 회로(234)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프

레임 메모리(233)으로부터의 주어진 픽셀에 가까이 위치한 학습자 이미지의 어떤 픽셀들(이후부터는, '학습자 픽셀'

이라 함) 을 판독하여 예측 계수와 승산되는 예측 탭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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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 9에 도시된 예측 탭 형성 회로(212)에서와 같이, 예측 탭 형성 회로(234)는 레지스터(240B)에 설정된 정보(이

하, '예측 탭 형성 정보'라 함)에 의거하여 예측 탭으로서 사용될 학습자(learner) 픽셀의 선택 패턴을 설정한다. 그리

고나서, 상기 선택 패턴에 따라, 예측 탭 형성 회로(234)는 프레임 메모리(233) 내에 저장된 학습자 이미지로부터의 

주어진 픽셀에 대한 예측 탭으로서 사용될 학습자 픽셀을 선택한다. 예측 탭들은 그리고나서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

237)에 출력된다.

한편, 클래스 탭 형성 회로(235)는 프레임 메모리(233)로부터의 주어진 픽셀에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가까이 

위치한 몇몇 학습자 픽셀을 판독하고, 분류에 사용될 클래스 탭들을 형성한다.

더 구체적으로, 도 9에 도시된 클래스 탭 형성 회로(213)에서와 같이, 클래스 탭 형성 회로(235)는 레지스터(240C)에

설정된 정보(이하 '클래스 탭 형성 정보'라 함)에 의거하여 클래스 탭으로서 사용될 학습자 픽셀들의 선택 패턴을 설정

한다. 그리고나서, 이 선택 패턴에 따라, 클래스 탭 형성 회로(235)는 프레임 메모리(233)에 저장된 학습자 이미지로

부터의 주어진 픽셀에 대한 클래스 탭으로서 사용될 학습자 픽셀들을 선택한다. 이 클래스 탭들은 그리고나서 분류 

회로(236)에 출력된다.

분류 회로(236)는 도 9에 도시된 분류 회로(214)와 유사하게 구성된다. 분류 회로(236)는 클래스 탭 형성 회로(235)

로부터 공급된 클래스 탭들에 의거하여 주어진 픽셀들을 분류하고, 이 결과의 클래스들에 대응하는 클래스 코드들을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에 공급한다.

레지스터(240C)에 설정된 클래스 탭 형성 정보는 분류 회로(236)에 공급된다. 이 이유는 도 9에 도시된 분류 회로(21

4)를 참조하면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는 프레임 메모리(231)로부터의 주어진 픽셀로서 설정된 감시자 픽셀들을 판독하고, 이 

감시자 픽셀들과 예측 탭 형성 회로(234)로부터 공급된 예측 탭들을 형성하는 학습자 픽셀들에 대해 계산을 행한다.

더 구체적으로,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는 분류 회로(236)로부터 공급된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각 클래스의 예

측 탭들(학습자 픽셀들)을 사용함으로써 수학식 12의 매트릭스(A)의 각 성분에서 합(Σ)과 학습자 픽셀들의 곱셈(x i

n x im )을 행한다.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는 또한 분류 회로(236)로부터 공급된 클래스 코 드에 대응하는 각 클래스의 예측 탭들(

학습자 픽셀들)과 주어진 픽셀들(감시자 픽셀들)을 사용함으로써 수학식 12의 벡터(v)의 각 성분에서 합(Σ)과 학습

자 픽셀들과 주어진 픽셀들(감시자 픽셀들)의 곱셈(x in y i )을 행한다.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는 주어진 픽셀로서 프레임 메모리(231) 내에 저장된 모든 감시자 픽셀들을 사용함으로

써 상기 계산을 행하고, 이에 의해 수학식 12에 의해 표현된, 각 클래스의 정규 방정식을 공식화한다.

예측 계수 결정 회로(238)는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에서 공식화된 정규 방정식을 풂으로써 각 클래스의 예측 계

수를 결정하고 이 예측 계수를 메모리(239)의 각 클래스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공급한다.

감시자 이미지로서 제공된 이미지들의 수(프레임들의 수)나 이미지들의 내용에 따라, 예측 계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규 방정식이 공식화될 수 없는 몇몇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예측 계수 결정 회로(238)는 상기와 같은 클

래스에 대해 디폴트 예측 계수들을 출력한다.

메모리(239)는 예측 계수 결정 회로(238)로부터 공급된 예측 계수들을 저장한다. 즉, 메모리(239)는 다수의 뱅크로 

형성되고 각 뱅크에 대응 예측 계수들을 저장한다. 메모리(239)는 레지스터(240D)에 설정된 정보(이하 '계수 정보'라

함)에 의거하여 사용될 뱅크를 설정하고, 분류 회로(214)로부터 공급된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예측 계

수 결정 회로(238)로부터 공급된 예측 계수를 저장한다.

레지스터 그룹(240)은 데시메이션 필터(232), 예측 탭 형성 회로(234), 클래스 탭 형성 회로(235), 및 메모리(239)의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더 구체적으로, 도 1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그룹(240)은 4개의 레지스터(240A ~ 240D)로 형성된다. 제어

기(241)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 학습자 이미지 포맷 정보는 레지스터(240A)에 설정되고, 예측 탭 형성 정보는 레

지스터(240B)에 설정되고, 클래스 탭 형성 정보는 레지스터(240C)에 설정되고, 계수 정보는 레지스터(240D)에 설정

된다. 따라서, 제어 신호들은 학습자 이미지 포맷 정보, 예측 탭 형성 정보, 클래스 탭 형성 정보, 및 계수 정보를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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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241)는 예를 들면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조작된다. 설계자의 조작에 따라, 제어기(241)는 레지스터 그룹(240)

에 설정될 학습자 이미지 포맷 정보, 예측 탭 형성 정보, 클래스 탭 형성 정보, 및 계수 정보를 결정한다. 그리고나서 

제어기(241)는 대응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고 이들을 레지스터 그룹(240)에 공급한다.

이제 도 14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도 13에 도시된 학습 장치에 의해 행해진 예측 계수들의 학습 처리를 설명한다.

제어기(241)는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고, 이들을 레지스터 그룹(240)에 공급한다. 따라서, 대응 제어 신호들에 의거하

여 학습자 이미지 포맷 정보, 예측 탭 형성 정보, 클래스 탭 형성 정보, 및 계수 정보가 레지스터(240A, 240B, 240C, 

240D)에 각각 설정된다.

그리고나서, 스텝(S21)에서, 예측 계수들을 학습하기 위해 제공된 감시자 이 미지들은 프레임 메모리(231)에 공급되

어 저장된다. 스텝(S22)에서,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는 각 클래스의 매트릭스(A)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 변수(

A[c])와 수학식 12에 벡터(v)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 변수(v[c])를 0으로 초기화한다.

이어서, 스텝(S23)에서,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프레임 메모리(231)에 저장된 감시자 이미지를 처리함으로써 레지

스터(240A)에 설정된 학습자 이미지 형성 정보에 따른 학습자 이미지로서 525i 또는 262p SD 이미지를 생성한다. 

즉, 데시메이션 필터(232)는 프레임 메모리(231)에 저장된 감시자 이미지에 LPF 처리를 행하고 LPF 처리된 감시자 

이미지의 픽셀들의 수를 감소시켜, 저화질을 갖는 학습자 이미지를 생성한다. 학습자 이미지들은 순차적으로 프레임 

메모리(233)에 공급되고 저장된다.

스텝(S24)에서, 주어진 픽셀은 프레임 메모리(231)에 저장된 감시자 픽셀들 중에서 정해진다. 예측 탭 형성 회로(234

)는 레지스터(240B)에 설정된 예측 탭 형성 정보에 대응하는 선택 패턴에 따라 프레임 메모리(233)에 저장된 학습자 

픽셀들을 선택하여, 주어진 픽셀에 대한 예측 탭들을 형성한다. 한편, 클래스 탭 형성 회로(235)는 레지스터(240C)에

설정된 클래스 탭 형성 정보에 대응하는 선택 패턴에 따라 프레임 메모리(233)에 저장된 학습자 픽셀들을 선택하여, 

주어진 픽셀에 대한 클래스 탭들을 형성한다. 그리고나서, 예측 탭들은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에 공급되는 동시

에, 클래스 탭들은 분류 회로(236)에 공급된다.

스텝(S25)에서, 분류 회로(236)는 클래스 탭 형성 회로(235)로부터 공급된 클래스 탭들에 의거하여 주어진 픽셀들을

분류하고, 이 결과의 클래스에 대응하는 클래스 코드들을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에 공급한다.

이후, 단계 S26에서,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가 프레임 메모리(231)로부터 감시 픽셀(주어진 픽셀)를 판독하여, 

분류 회로(236)로부터 공급된 각 클래스(c)에 따라 어레이 변수 A[c] 및 v[c]를 이용하여 방정식(12)에서 행렬 A의 

예측 탭(학습 픽셀)과 벡터 v의 주어진 픽셀(감시 픽셀)에 대한 상기 부가를 행한다.

그 다음, 단계 S27에서 프레임 메모리(231)에 저장된 감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모든 감시 픽셀이 주어진 픽셀로서 처

리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단계 S27의 결과가 부정인 경우, 프로세스는 단계 S24로 복귀한다. 이 경우, 감시 픽셀 중 하

나는 새로운 주어진 픽셀로 설정되며, 단계 S24 내지 S27의 처리가 반복된다.

단계 S27에서 모든 감시 픽셀이 주어진 픽셀로서 처리된 것으로, 즉 모든 클래스에 대한 정규 방정식이 정규 방정식 

부가 회로(237)에서 형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프로세스는 단계 S28로 진행된다. 단계 S28에서, 예측 계수 결정 회

로(238)는 대응하는 정규 방정식을 풂으로써 각 클래스의 예측 계수를 결정하고, 이들을 메모리(239)의 대응 클래스

의 어드레스에 공급한다.

메모리(239)는 레지스터(240D)에 설정된 계수 정보에 대응하는 뱅크를 선택하여 예측 계수 결정 회로(238)로부터 

공급된 대응 클래스의 예측 계수를 선택 뱅크의 각 어드레스에 저장한다. 그러면, 학습 과정이 종료된다.

도 14에 도시된 학습 과정은 메모리(239)의 뱅크가 바뀔 때마다 행해진다. 즉, 학습 과정은 예측 계수의 유형에 따라 

실시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2 종류의 예측 계수, 즉 525i SD 이미지를 525p HD 이미지로 적절히 변환하기 위한 예측 계수

(이하 525i 예측 계수라 한다)와, 262 SD 이미지를 525p HD 이미지로 적절히 변환하기 위한 예측 계수(이하 262p 

예측 계수라 한다)가 있다.

도 13에 도시된 학습 장치에 따르면, 감시 데이터(감시 이미지) 및 학습 데이터(학습 이미지)을 변경함으로써 525i 예

측 계수 및 262p 예측 계수가 얻어진다. 또한, 시간 도메인(프레임 레이트 또는 필드 레이트) 내의 픽셀의 수를 바꾸

거나 픽셀의 종횡비를 바꾸기 위한 예측 계수, 또는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측 계수가 얻어질 수도 있다. 525i 예

측 계수 및 262p 예측 계수는 공간 도메인 내의 픽셀의 수를 증가시키는 기능과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두가지 기능을 가진 예측 계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예측 계수를 사용함으로써 두 종류의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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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행해질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감시 이미지의 선명도가 먼저 감소된 후, 결과적인 감시 이미지의 픽셀 수가

시간/공간 도메인에서 감소되어, 학습 이미지가 형성된다. 이러한 학습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 과정이 행해진다. 그 

결과, 선명도를 향상시키고 시간/공간 도메인 내의 픽셀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예측 계수가 결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감시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의 조합을 이용하여 학습을 행함으로써 각종 가변 처리를 행하기 

위한 예측 계수가 얻어질 수 있다. 그 다음, 종합 처리기(27; 도 2)의 가변 처리 그룹(28)은 상기한 예측 계수를 이용

하여 각종 가변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공통 처리 그룹(29)은 전술한 공통 처리를 행한다. 이러한 공통 처리는 분류 적응 처리에 의해서도 행

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통 처리 그룹(29)의 개별 공통 처리부는 도 9에 도시된 가변 처리부과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

다.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가 모두 분류 적응 처리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 도 9에 도시된 가변 처리부는 대응 공통 

처리부에 캐스케이드 접속되어,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각각 행할 수 있다. 또한, 도 9에 도시된 처리 유닛은 가변 

처리부 및 공통 처리부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즉,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한 번에 행하기 위한 예측 계수가 학습되

며, 이 예측 계수를 이용하여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가 동시에 행해진다.

도 1에 도시된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 출력 디바이스 및 기억 장치에서, 그리고 도 2에 도시된 종

합 처리기(27)에서 행해지는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주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 처리 박스(1)는 고유 부분만으로 구성된 장치(고유 장치; unique device), 및 통상의 장치에

서와 같이 3개 부분, 즉 고유 부분, 공통 처리를 행하는 부분, 및 가변 처리를 행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장치(보통 디바

이스)에 접속될 수 있다.

도 15는 입력 디바이스의 역할을 하는 비디오 카메라(보통 디바이스)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다.

전하 결합 소자(CCD; 41)가 피사체로부터의 광을 수신하고 광전 변환하여, 수신광의 양을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샘

플/홀드(S/H) 회로(42)로 출력한다. S/H 회로(42)는 소정의 타이밍에 CCD(41)로부터 전기 신호를 샘플링하여 유지

한 후, 이를 자동 이득 제어(AGC) 회로(43)로 출력한다. AGC 회로(43)는 S/H 회로(42)로부터의 출력의 이득을 조정

하고(AGC 처리), 아날로그 이미지를 아날로그/디지탈(A/D) 변환 회로(44)로 공급한다. A/D 변환 회로(44)는 AGC 

회로(43)로부터 출력된 아날로그 이미지 신호에 대해 A/D 변환을 행하여, 결과적인 디지탈 이미지를 결합 보정 회로(

45)로 출력한다. 결합 보정 회로(45)는 A/D 변환 회로(44)로부터 공급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결합 보정 처리를 행

한다. 비디오 카메라에서, 일부 픽셀은 CCD(41)의 결합으로 인하여 누락될 수 있다. 이러한 보정 처리에서, 그러한 

결합이 보정될 수 있다. 이어서, 결과적인 이미지 데이터가 화이트 밸런스(WB) 회로(46)로 출력된다. WB 회로(46)는

결함 보정 회로(45)로부터 출력된 이미지 데이터를 구성하는 레드(R), 그린(G) 및 블루(B) 성분과 같은 개별 성분의 

레벨을 조정한다(WB 처리).

그 결과, 개별 소자들의 레벨의 비는 지정된 값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귀결되는 이미지는 γ정정 회로(47)로 출력된다

. γ정정 회로(47)는 WB 회로(46)로부터 수신된 이미지 데이타에 대해 γ정정을 실행하고, 귀결되는 데이타를 픽셀 

내삽 회로(48)로 출력한다. 픽셀 내삽 회로(48)는 γ정정 회로(47)로부터 공급된 이미지 데이타를 형성하는 픽셀 중

에서 요구되는 R, G, 및 B 성분을 내삽한다.

즉, 도1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비디오 카메라는 단일 소자형이고, 컬러 필터(도시안됨)는 CCD(41) 앞에 배치된다. 

따라서, CCD(41)로부터의 이미지 신호 를 형성하는 픽셀은 R 성분, G 성분, 및 B 성분 중에서 어느 한 유형의 성분만

을 포함한다. 더 특정하게는, R 성분을 구비한 픽셀은 G 및 B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G성분을 구비한 픽셀은 R 및 

B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B 성분을 구비한 픽셀은 R 및 G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픽셀 내삽 회로(48)는 어

느 유형의 성분이 빠졌는지를 결정하고, 빠진 성분을 내삽하고, 귀결되는 이미지 신호를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49)

로 출력시킨다.

만약 비디오 카메라가 세가지 성분의 유형이라면, 픽셀 내삽 회로(48)는 필요하지 않다.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49)는 이미지 데이타의 R, G 및 B 성분에 대한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를 실행하고, 예를 

들어, Y, R-Y, 및 B-Y 이미지 데이타를 출력한다. 기록용 유닛(50)은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49)로부터 공급된 이

미지 데이타를 필요로 하는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기록용 매체 상에 기록한다.

도 16은 입력 디바이스로 기능하는 비디오 카메라(고유 장치)의 구성의 한 예를 예시하였다. 도15에 도시된 것과 동

일한 소자들은 유사한 참조 번호로서 표시되었고 그 설명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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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에 도시된 비디오 카메라는 공통의 처리 또는 가변 처리를 실행하는, 결함 정정 회로(45), γ정정 회로(47), 픽

셀 내삽 회로(48),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49) 없이 형성된다.

따라서, 도16에 도시된 고유 장치인 비디오 카메라에서, 보통의 장치에서 실행되는, 결함 정정 처리, γ정정 처리,픽

셀 내삽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 리가 실행되지 않는다.

즉, 공통 처리와 가변 처리가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고유 장치)에 대해 공통 처리 

또는 가변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블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도17은 비디오 카메라(보통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처리와 종합 처리기(27)에서 실행되는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사이의 관계를 예시한 것이다.

비디오 카메라(40A)(보통 디바이스)에서 AGC 처리,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처리, 이미지 데이타의 노이즈 감

소를 위한 노이즈 감소 처리, 결함 정정 처리, 픽셀 내삽 처리, 이미지 데이타의 주파수 특성을 정정하기 위한 주파수 

특성 정정 처리, γ정정 처리,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이미지 데이타를 NTSC 데이타로 변환하기 위한 NTSC 인코

딩 처리 등이 실행된다. 도17에서(또한 도 20,24,26,및 38) 비디오 카메라(40A)에서 실행되는 작동이 비디오 카메라

(40A) 아래에 도시되었고, 괄호 안의 작동은 필요할 때에 실행된다.

비디오 카메라(40A)에 의해 실행되는 작동 중에서, 노이즈 감소 처리 및 NTSC 인코딩 처리가 일반적으로는 입력 디

바이스가 비디오 카메라(40A)인지의 여부에 독립적이고 따라서 이는 공통의 처리에 속한다. 반면에 결함 정정 처리, 

픽셀 내삽 처리, 주파수 특성 정정 처리, γ정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입력 디바이스가 비디오 카메라(

40A)인지의 여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변 처리에 속한다.

비디오 카메라(40A)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타 출력을 종합 처리기(27)(도2)로 공급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40A)(보

통 디바이스)가 종합 처리 박스 1(도1)에 접속되었을 때, 종합 처리기(27)는 다음의 처리를 실행한다. 가변 처리 그룹(

28)은 요구되는 이미지 데이타에 대한 결함 정정 처리, 픽셀 내삽 처리, 주파수 특성 정정 처리, γ정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를 실행하는 데, 이들은 모두 가변 처리에 속한다. 공통 처리 그룹(29)은 요구되는 노이즈 감소 처

리와 NTSC 인코딩 처리를 실행하는 데, 이는 공통 처리에 속한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비디오 카메라(40A)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실행한다. 또는, 비디오 

카메라(40A)에 의해 실행가능한 가변 처리 또는 공통 처리 중에서라도 종합 처리기(27)가 비디오 카메라(40A)보다 

그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종합 처리기(27)가 상응하는 처리를 실행하기도 한다.

도 18은 출력 디바이스로 기능하는 CRT 모니터(보통 디바이스)의 구성의 한 예를 도시하였다.

튜너(61)는 안테나(도시 안됨)를 통해서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지정된 채널의 신호를 선택한다. 튜너(61)는

이후 선택된 신호를 비디오 중간 주파수(VIF) 대역의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VIF 회로(62)로 공급한다. VIF 회로(62)

는 요구되는 튜너(61)로부터의 출력을 증폭하고 이를 선택기(SEL)(63)로 공급한다. 선택기(63)는 VIF 회로(62)로부

터의 신호 또는 외부 소스로부터의 비디오 입력 신호를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를 A/D 변환 회로(64)로 공급한다. A/D

변환 회로(64)는 선택기(63)으로부터의 출력에 대해 A/D 변환을 실행하고, 이로써 아날로그 이미 지 신호를 디지탈 

이미지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Y/C 분리 회로(65)로 공급한다. Y/C 분리 회로(65)는 A/D 변환기(64)로부터의 출력을

휘도(luminance) 신호(Y) 와 크로마(chroma) 신호(C)로 분리한다. 휘도 신호(Y)는 이미지 화질 조정 회로(66)로 공

급되고 크로마 신호(C)는 크로마 복조 회로(69)로 공급된다.

이미지 화질 조정 회로(66)는 프리 슈팅 및 오우버 슈팅을 부가함으로써 Y/C 분리 회로(65)로부터의 휘도 신호에 대

해 애퍼쳐 정정과 같은 이미지 화질 조정 처리를 실행한다. 그리고, 조정된 휘도 신호를 콘트라스트 조정 회로(67)로 

공급한다. 콘트라스트 조정 회로(67)는 화질 조정 회로(66)로부터 출력된 휘도 신호의 콘트라스트를 조정하고, 이렇

게 얻어진 휘도 신호를 휘도 보정 회로(68)에 공급한다. 휘도 보정 회로(68)는 콘트라스트 조정 회로(67)로부터 출력

된 휘도 신호의 DC 성분 판독과 같은 휘도 보정 처리를 실행하여, 이렇게 얻어진 휘도 신호를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

로(70)에 공급한다.

한편, 크로마 복조 회로(69)는 Y/C 분리 회로(65)로부터 출력된 크로마 신호(C)로부터 컬러 버스트 신호를 분리하고,

이 컬러 버스트 신호에 기초하여 크로마 신호로부터 R-Y 신호 및 B-Y 신호를 복조한다. 그 다음, 크로마 복조 회로(

69)는 R-Y 신호 및 B-Y 신호를 컬러 조정 회로(74)를 통해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에 공급한다. 컬러 조정 회

로(74)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크로마 복조 회로로부터의 출력에 대해 컬러 보정을 실행한다.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는 휘도 보정 회로(68)로부터의 휘도 신호(Y) 및 크로마 복조 회로(69)로부터의 R-Y 신

호 및 B-Y 신호에 대해 컬러 매트릭스 변 환 처리를 실행하여, 이들을 R, G, B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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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킨다. R, G, B 성분은 그 다음에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기(72)에 공급된다.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

는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를 실행하는 동안에 선정된 동기화 신호를 사용하여, 이 동기화 신호를 동기화/편향 처리 

회로(71)에 공급한다. 동기화/편향 처리 회로(71)는 수직 편향 신호(V 편향 신호) 및 수평 편향 신호(H 편향 신호)를 

발생시켜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로부터의 휘도 신호에 기초하여 CRT(73)를 구동시킨다. V 편향 신호 및 H 편

향 신호가 CRT(73)의 편향 코일(도시되지 않음)에 공급됨으로써, CRT(73)를 구동시킨다.

한편, D/A 변환 유닛(72)은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로부터의 디지털 신호의 R, G, B 성분에 대해 D/A 변환을 

실행하여, 이렇게 얻어진 아날로그 신호의 R, G, B 성분을 CRT(73)에 공급한다. 그 다음, R, G, B 성분에 대응하는 

이미지가 CRT(73) 상에 표시된다.

도 18에서, CRT 모니터(보통 장치)는 A/D 변환 회로(64)와 D/A 컨버터(72) 없이 형성될 수도 있다.

도 19는 출력 디바이스로서 기능하는 CRT 모니터(특정 디바이스)의 한 구성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8에 도시된 것

과 동일한 소자에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이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19에 도시된 CRT 모니터는 통상적인 처리 또는 가변적인 처리를 실행하는, 화질 조정 회로(66), 콘트라스트 조정 

회로(67), 휘도 보정 회로(68),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 및 컬러 조정 회로(74) 없이 형성된다.

따라서, 도 19에 도시된 CRT 모니터(특정 디바이스)에서는 CRT 모니터(보통 장치)에서 실행되는 화질 조정 처리, 

콘트라스트 조정 처리, 휘도 보정 처리,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및 컬러 보정 처리가 실행되지 않는다.

즉, 상술된 통상적인 처리와 가변적인 처리가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CRT 모니터(특정 디바이스)

는 이러한 처리를 실행하는 블럭들 없이 형성될 수 있다.

도 20은 CRT 모니터(보통 장치)에 의해 실행된 동작과,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실행된 통상적인 처리 및 가변적인 

처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CRT 모니터(보통 장치)에서는, AGC 처리, NTSC 이미지 데이터를 R, G, B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로 변

환하는 NTSC 디코딩 처리, 잡음 저감 처리, 주파수 특성 보정 처리, 픽셀 수를 CRT 모니터(60A)의 선명도에 적절하

게 되도록 변환시키는 픽셀 수 변환 처리, 휘도 보정 처리(도 18에 도시된 휘도 보정 회로(68)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응함),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도 18에 도시된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응함), 및 이

미지 데이터의 컬러 성분을 CRT 모니터(60A)에 적절한 특성으로 조정하는 컬러 보정 처리(도 18에 도시된 컬러 보

정 회로(74)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응함)이 실행된다.

도 20에서, CRT 모니터(60A)에 의해 실행된 동작들 중에서, 잡음 저감 처리 및 NTSC 디코딩 처리는 출력 디바이스

가 CRT 모니터(60A)인지의 여부에 관계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처리이다. 주파수 특성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휘도 보정 처리,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및 컬러 보정 처리는 출력 디바이스가 CRT 모니 터(60A)인지의 여부에 관

련이 있으므로, 가변적인 처리이다.

CRT 모니터(60A)가 이미지 데이터를 CRT 모니터(60A)에 공급하기 위해 출력 디바이스로서 종합 처리 박스(1)(도 

1)에 접속될 때, 종합 처리기(27)(도 2)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실행한다. 가변적인 처리 그룹(28)은 요구에 따라 주파

수 특성 보정 처리, 픽셀 수 변환 처리, 휘도 보정 처리,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및 컬러 보정 처리를 실행하는데, 이

들 처리 모두는 가변적인 처리이다. 통상적인 처리 그룹(29)은 요구에 따라 잡음 저감 처리 및 NTSC 디코딩 처리를 

실행하는데, 이들 처리는 통상적인 처리이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CRT 모니터(60A)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통상적인 처리 및 가변적인 처리를 실행한다. 또는, 

CRT 모니터(60A)에 의해 실행가능한 통상적인 처리 및 가변적인 처리 중에서도, 종합 처리기(26)는 CRT 모니터(60

A)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면 대응하는 처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도 21은 입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비디오 카메라(고유 디바이스)(40B) 및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출력 디바이

스로서 선택된 CRT 모니터(고유 디바이스)(60B)를 도시한 것이다. 비디오 카메라(40B)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될 수 있으며, CRT 모니터(60B)는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

비디오 카메라(40B)로부터 출력된 이미지 데이터는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종합 처리기(27)의 통상적인 처리 

그룹(29)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잡음 저감 처리를 실행한다. 가변적인 처리 그룹(28)은 비디오 카메라(40B) 및 CR

T 모 니터(60B)에 적절해지도록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결함 보정, 보정, 휘도 보정, 픽셀 수 변환, 라인 수 변환, 프

레임 수 변환, 주파수 특성 변환, 컬러 변환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과 같은 가변적인 처리를 실행한다.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그 다음 CRT 모니터(60B)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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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카메라(40B)로부터의 이미지 출력이 CRT 모니터(60B)상에 적절히 표시될 수 있도록 비디오 카메라(40B)의 

CCD의 픽셀수, CRT 모니터(60B)의 주사 방법(예를 들면, NTSC 방법, PAL 방법 또는 프로그레시브 방법인지 여부)

, 선명도 등에 기초하여 픽셀수 변환 처리, 라인수 변환 처리, 프레임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가 실행된

다.

도 21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결함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라인수 변환 처리, 및 프레임수 변환 처리가 시간/공

간 처리에 포함된다. γ보정 처리 및 휘도 보정 처리는 계조 처리에 포함되는데, 이는 이미지의 계조에 반영된다. 주파

수 특성 변환 처리는 주파수 볼륨 처리에 포함된다. 컬러 보정 처리 및 컬러 메트릭스 변환 처리는 이미지 데이터를 

형성하는 R, G 및 B 성분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 성분간 처리(inter-component processing)에 포함된다. 시간/공간 

처리, 계조 처리, 주파수 볼륨 처리, 및 구성 성분간 처리는 모두 상술한 분류 적응 처리(classification adaptive proc

essing)에 의해 실행된다.

따라서, 대응하는 예측 계수를 인지함으로써 결함 보정 처리를 위한 시간/공간 처리, γ보정 처리 및 휘도 보정 처리

를 위한 계조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라인수 변환 처리, 프레임수 변환 처리를 위한 시간/공간적 처리,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를 위한 주파수 볼륨 처리, 및 컬러 보정 처리 및 컬러 메트릭스 변환 처리를 위한 구성 성분간 처리가 개별

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는, 모든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예측 계수가 인지되어 상술한 처리들이 한번에 실행될 수 있다.

주파수 볼륨 처리에 따르면, 이미지의 주파수 특성은 분류 적응 처리에 사용된 예측 계수에 따라 조정된다. 이 경우에

는, 제어기(30)(도 2)는 예를 들면 원격 제어기(5)(도 1)를 통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주파수 특성을 결정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제어기(30)는 원격 제어기(5)를 통해 실행된 사용자의 조작에 기초하여 주파수 특성을 추측할 수 있고, 

그 후, 사용자가 조작할 필요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주파수 특성이 얻어질 수 있도록 주파수 볼륨 처리가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도 21에서, 시간/공간적 처리로서 결함 보정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결함 보정 회로(45)에 의해 실행되는 처리에 대

응하고, 계조 처리로서 γ보정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γ보정 처리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계조 처리로서 휘

도 보정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WB 회로(46) 및 도 18에 도시된 콘트라스트 조정 회로(47)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

응한다. 구성 성분간 처리로서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49)에 의해 실행

되는 처리에 대응한다.

도 21에서, 시간/공간적 처리로서 픽셀수 변환 처리, 라인수 변환 처리 및 프레임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볼륨 처리로

서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보통 장치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종합 처리기(27)는 보통 장치에서 실행되지 않는 상술한

유형의 처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디오 카메라(40B)가 NTSC 이미지를 출력할 경우 및 CRT

모니터(60B)가 PAL 이미지를 표시할 경우, 종합 처리기(27)는 비디오 카메라로부터의 NTSC 이미지 출력을 CRT 

모니터(60B)상에 표시될 PAL 이미지로 변환하도록 시간/공간 처리로서 라인수 변환 처리 및 프레임수 변환 처리를 

실행한다. 비디오 카메라(40B)가 SD 이미지를 출력할 경우, 종합 처리기(27)는 비디오 카메라(40B)로부터의 SD 이

미지 출력을 CRT 모니터(60B)상에 표시될 HD 이미지로 변환하도록 시간/공간 처리로서 픽셀수 변환 처리 및 라인

수 변환 처리를 실행한다.

도 22는 액정 모니터(보통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데, 이는 출력 디바이스 역할을 한다.

NTSC 복합 이미지 신호(VBS)는 디코더(81)로 공급된다. 디코더(81)는 그 후 NTSC-디코딩을 실행하여 이미지 신

호를 R, G, B를 갖는 이미지 신호로 변환한다. A/D 변환 회로(82)는 디코더로부터의 이미지 신호의 A/D 변환을 실행

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그 후, 디지털 신호 이미지 데이터는 수평 레지스터(H 레지스터)(83)

로 공급된다. 수평 레지스터(83)는 타이밍 발생기(TG)(89)로부터 공급된 타이밍 신호에 기초하여 A/D 변환 회로(82)

로부터 공급된 이미지 데이터의 픽셀 값들의 하나의 수평 라인을 순차적으로 래치한다.

이미지 데이터의 하나의 수평 라인(픽셀 값)이 수평 레지스터(83)에 래치될 경우, 라인 메모리(84)는 수평 레지스터(

83)로부터 전체 이미지 데이터를 판독하고 그 내부에 이를 저장한다. 그 후, 레벨 변환 회로(85)는 라인 메모리(84)내

에 저 장된 이미지 데이터의 하나의 수평 라인을 판독하고 이미지 데이터 레벨을 변환하며(레벨 변환), 이를 멀티-레

벨링(계조) 회로(86)로 공급한다. 멀티-레벨링 회로(86)는 레벨 변환 회로(85)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타 출력에 기초하

여 멀티-레벨화된 신호 전압(멀티-레벨 처리)을 발생시키고, 이를 D/A 변환 회로(87)에 공급한다. D/A 변환 회로(87

)는 멀티-레벨링 회로(86)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 출력에 대응하는 디지털 신호 전압을 아날로그 신호 전압으로 변

환하고, 이를 컬러 보정 회로(91)로 공급한다. 컬러 보정 회로(91)는 그 후 D/A 변환 회로(87)로부터의 출력에 대해 

컬러 보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신호를 액정 패널(88)로 공급한다.

그 동안에, 타이밍 발생기(89)는 발생된 타이밍 신호를 수평 레지스터(83) 및 스캔 드라이버(90)로 공급한다. 스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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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90)는 타이밍 발생기(89)로부터의 타이밍 신호에 따라 액정 패널(88)을 구동시킨다. 결과적으로, D/A 변화 

회로(87)로부터 공급된 신호 전압에 대응하는 이미지는 액정 패널(88)상에 표시된다.

도 23은 액정 모니터(고유 디바이스)의 구성의 예를 도시하는데, 이는 출력 디바이스의 역할을 한다. 도 22에 도시된 

것과 같은 소자들은 유사한 참조 번호로 표시되고, 따라서 그 설명은 생략된다.

도 23에 도시된 액정 모니터는 디코더(81), 레벨 변환 회로(85), 및 멀티-레벨링 회로(86)없이 형성되는데, 이는 변수

처리 또는 공통 처리를 실행한다.

따라서, 도23에 도시된 액정 모니터에서 액정 모니터(보통의 장치)에서 실행되는 NTSC 디코딩 처리, 레벨 변환 처리

, 및 다중 레벨 처리가 실행되지 않는다.

즉, 그런 공통 처리와 가변 처리가 직접 모니터(27)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액정 모니터는 공통 처리 또는 가변 처리

를 실행하는 블럭 없이 실행될 수 있다.

도24는 액정 모니터(보통의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작동과 직접 처리기(27)에 의해 실행되는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

사이의 관계를 예시하였다.

액정 모니터(80A)에서 AGC 처리, NTSC 처리, γ정정 처리,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컬러 정정 처리, 블랙 레벨 정

정 처리,쉐이딩 정정 처리, 픽셀 수 변환 처리, 주파수 특성 정정 처리 등이 실행된다.

도24는 액정 모니터(80A)에 의해 실행되는 동작 중에서도 NTSC 디코딩 처리가 일반적으로 출력 디바이스가 액정 

모니터(80A)인지의 여부에 독립적이고 따라서 공통 처리에 속한다. 콘트라스트에 있어서, γ정정 처리, 컬러 매트릭

스 변환 처리, 컬러 정정 처리, 블랙 레벨 정정 처리, 쉐이딩 정정 처리, 픽셀 수 변환 처리, 주파수 특성 정정 처리가 

출력 디바이스가 액정 모니터(80A)인지의 여부에 의존하고 따라서 가변 처리에 속한다.

이미지 데이타를 액정 모니터(80A)로 공급하기 위하여 액정 모니터(80A)가 출력 디바이스인 종합 처리 박스(1)에 접

속되기 때문에, 종합 처리기(27)는 다음의 처리를 실행한다. 가변 처리 그룹(28)은 γ정정, 컬러 매트릭스 변환, 컬러 

정정 , 블랙 레벨 정정, 쉐이딩 정정, 픽셀 수 변환, 주파수 특성 정정과 같은 가변 처리를 실행한다. 공통 처리 그룹(2

9)은 요구되는 NTSC 디코딩 처리를 실행한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액정 모니터(80A)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가변 처리및 공통 처리를 실행한다. 또는, 액정 모니

터(80A)에 의해 실행되는 가변 처리 및 공 통 처리 중에서도 종합 처리기(27)는 액정 모니터(80A)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면 상응하는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도25는 입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비디오 카메라(고유 장치)와 종합 처리기 박스(1)에 접속된 출력 디바이스로서 선

택된 액정 모니터(고유 장치)를 예시하였다. 비디오 카메라(40B)는 도16에 도시된 것과 같은 식으로 형성되고, 액정 

모니터(80B)는 도23에 도시된 것과 같은 식으로 형성된다.

비디오 카메라(40B)로부터 출력된 이미지 데이터는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종합 처리기(27)의 통상적인 처리 

그룹(29)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잡음 저감 처리를 실행한다. 가변적인 처리 그룹(28)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결합 

보정, 보정, 계조 보정, 블랙 레벨 보정, 셰이딩, 컬러 매트릭스 변환, 컬러 보정, 픽셀수 변환, 라인수 변환 및 주파

수 특성 변환과 같은 가변적인 처리를 실행하여 비디오 카메라(40B) 및 액정 모니터(80B)에 적절해지게 한다.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그 다음 액정 모니터(80B)에 공급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픽셀수 변환 처리, 라인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비디오 카메라(40B)의 CCD의 픽

셀수, 액정 모니터(80B)의 이미지 표준(예를 들어, VGA 또는 SXGA), 및 액정 모니터(80B)의 액정 패널에 사용된 펄

스폭 변조(PWM)와 극성 반전법에 기초하여 실행되어, 비디오 카메라(40B)로부터 출력된 이미지가 액정 모니터(80B

) 상에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게 한다.

도 25에서, 결합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및 라인수 변환 처리는 시공 간 처리에 포함된다. 보정 처리, 계조 보

정 처리, 블랙 레벨 보정 처리 및 셰이딩 보정 처리는 계조 처리에 포함된다. 컬러 보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

리는 컴포넌트간 처리에 포함된다.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주파수 볼륨 처리에 포함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시/공간

처리, 계조 처리, 주파수 볼륨 처리 및 컴포넌트간 처리는 모두 CAP(classification adaptive processing)에 의해 실

행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된 처리는 대응하는 예측 계수를 습득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모

든 유형의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예측 계수가 습득되고, 처리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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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액정 모니터가 출력 디바이스로서 사용되었지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니터와 같은 다

른 유형의 플랫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랫 디스플레이 모니터 유형의 사용이 확

장된 경우, 가변적인 처리의 내용은 플랫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액정 모니터인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모니터인 지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CAP는 서로 다른 예측 계수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도 25에서, 시공간 처리로서의 결함 보정은 도 15에 도시된 결함 보정 회로(45)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계조

처리로서의 보정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보정 회로(47)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계조 처리로서의 계조 

보정 처리 및 블랙 레벨 보정 처리는 도 22에 도시된 레벨 변환 회로(85) 및 다중 레벨화 회로(86)에 의해 실행된 처

리에 대응한다. 컴포넌트간 처리로서의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49)에 

의해 실행된 처리에 대응한다.

도 21에서와 같이, 도 2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시/공간 처리로서의 픽셀수 변환 처리 및 라인수 변환 처리, 및 주

파수 볼륨 처리로서의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보통 장치로 실행되지 않는다. 종합 처리기(27)는 보통 장치로 실행되

지 않는 상술된 유형의 처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도 26은 출력 디바이스로서 기능하는 프로젝터(보통 장치)에 의해 실행된 동작과,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실행된 통

상적인 처리 및 가변적인 처리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4에 도시된 액정 모니터(80A)(보통 장치)에서와 같이, 프로젝터(91A)(보통 장치)에서는, AGC 처리, NTSC 디코

딩 처리, 보정 처리,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컬러 보정 처리, 블랙 레벨 보정 처리, 셰이딩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특성 보정 처리가 실행된다.

따라서, 도 26에서는 도 24에서와 같이, NTSC 디코딩은 공통의 처리이며, 반면에 γ보정 처리,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컬러 보정 처리, 블랙 레벨 보정 처리, 셰이딩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특성 보정 처리는 가변 처

리이다.

프로젝터(91A)(보통 디바이스)가 종합 박스(1)에 접속되어 이미지 데이터가 프로젝터(91A)에 공급되는 경우, 종합 

처리기(27)는 다음의 처리를 이행한다. 가변 처리 그룹(28)은 필요하다면 γ보정, 컬러 매트릭스 변환, 컬러 보정, 블

랙 레 벨 보정, 셰이딩 보정, 픽셀수 변환, 및 주파수 특성 보정 같은 가변 처리를 이행하는 반면에, 공통 처리 그룹(29

)은 필요하다면 NTSC 디코딩 같은 공통 처리를 이행한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프로젝터(91A)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이행한다. 또는, 프로젝터(91

A)에 의해 실행 가능한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 중에서도, 종합 처리기(27)는 프로젝터(91A)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행할 수 있다면 상응하는 처리를 이행할 수도 있다.

도 27은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입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비디오 카메라(고유 장치)(40B) 및 출력 디바이스로

서 선택된 액정 모니터(고유 장치)(91B)를 도시한다.

비디오 카메라(40B)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 출력은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다음으로 종합 처리기(27)의 공통 

처리 그룹(29)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노이즈 감소 처리를 이행한다. 다음으로 가변 처리 그룹(28)은 비디오 카메라(

40B) 및 프로젝터(91B)에 적합할 것 같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결함 보정, γ보정, 계조 보정, 블랙 레벨 보정, 셰이

딩, 컬러 매트릭스 변환, 컬러 보정, 픽셀수 변환, 라인수 변환 및 주파수 특성 변환 같은 가변 처리를 이행한다. 다음

으로 결과의 이미지 데이터는 프로젝터(91B)에 공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픽셀수 변환 처리, 라인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비디오 카메라(40B)의 CCD의 픽

셀수, 프로젝터(91B)의 이미지 규격(예를 들어 VGA, SXGA), 프로젝터(91B)의 디스플레이 방법)(예를 들어, CRT 방

법, 액정 패 널(LCD) 방법 또는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DMD)를 사용하는 디지털 광 처리기(DLP) 방법(DMD 및 

DLP는 상표명) 및 프로젝터의 PWM 방법에 근거하여 이행되어서, 비디오 카메라(40B)로부터의 이미지 출력이 프로

젝터(91B) 상에 적합하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도 27에서는, 도 25에서와 같이, 결합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및 라인수 변환 처리가 시간적/공간적 처리에 포

함되어 있다. γ 보정 처리, 계조 보정 처리, 블랙 레벨 보정 처리, 및 셰이딩 보정 처리는 계조 처리에 포함된다. 컬러 

보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인터-컴포넌트 처리에 포함된다.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주파수 볼륨 처리

에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적/공간적 처리, 계조 처리, 주파수 볼륨 처리, 및 인터-컴포넌트 처리는 모두 분

류 적응 처리(classification adaptive processing)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전술된 처리는 상응하는 예측 계

수들을 습득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모든 타입의 처리를 이행하기 위한 예측 계수가 습득

되는 동시에 처리가 이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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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은 입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디지털 스틸 카메라(보통 디바이스)에 의해 그리고 출력 디바이스로선 선택된 프

린터(보통 디바이스)에 의해 그리고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이행되는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에 의해 이행되는 동작

들을 기술한다.

디지털 카메라(92A)(보통 디바이스)에서, AGC 처리, WB 처리, 노이즈 감소 처리, 결합 보정 처리, 픽셀 보간 처리, 

주파수 특성 보정 처리, γ 보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가 이행된다. 디지털 카메라(92A)는 기본적으로 도 

15에 도시된 비디오 카메라(보통 디바이스)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도 28에서, 디지털 카메라(92A)에 의해 이행되는 동작들 중에서, 노이즈 감소 처리는 일반적으로 입력 디바이스가 디

지털 카메라(92A)인지 여부에 무관하고, 따라서 공통 처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합 보정 처리, 픽셀 보간 처리, 주

파수 특성 보정 처리, γ 보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입력 디바이스가 디지털 카메라(92A)인지의 여부

에 의존하며, 따라서 가변 처리이다.

디지털 카메라(92A)(보통 디바이스)가 종합 처리 박스(1)(도 1)에 접속되어 디지털 카메라(92A)로부터 이미지 데이

터를 수신하는 경우, 종합 처리기(27)가 다음의 처리를 이행한다. 가변 처리 그룹(28)은 필요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결합 보정, 픽셀 보간, 주파수 특성 보정, γ 보정,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같은 가변 처리를 이행한다. 공통 처리 

그룹(29)은 필요에 따라 노이즈 감소 같은 공통 처리를 이행한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디지털 카메라(92A)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이행한다. 또는, 디지털 

카메라(92A)에 의해 실행 가능한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 중에서도, 종합 처리기(27)는 디지털 카메라(92A)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면 상응하는 처리를 이행할 수도 있다.

프린터(93A)(보통 디바이스)에서,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노이즈 감소에 대한 필터링 처리, γ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밀도 변환 처리, 및 디서링 처리가 이행된다.

도 28에서, 프린터(93A)에 의해 이행되는 동작들 중에서, 필터링 처리는 일반적으로 출력 디바이스가 프린터(93A)인

지의 여부에 무관하며 따라서 공통 처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γ 보정 처리, 픽셀수 변환 

처리, 밀도 변환 처리, 및 디서링 처리는 출력 디바이스가 프린터(93A)인지의 여부에 의존하며 따라서 가변 처리이다.

프린터(93A)(보통 디바이스)가 종합 처리 박스(1)(도 1)에 접속되어 프린터(93A)에 이미지 데이터가 공급되는 경우, 

종합 처리기(27)는 다음의 처리를 이행한다. 가변 처리 그룹(28)은 컬러 매트릭스 변환, γ 보정, 픽셀수 변환, 밀도 

변환, 및 디서링(dithering) 같은 가변 처리를 이행한다. 공통 처리 그룹(29)은 요구되는 것처럼, 필터링 처리와 같은 

공통 처리를 수행한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프린터(93a)에 의해 실행되지 않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수행한다. 또는, 프린터(93a)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 중에서도, 종합 처리기(27)가 프린터(93a)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처리가라면, 종합 처리기(27)는 그 처리를 수행할 것이다.

도 29는 도 28에 도시된 프린터(93a)의 유형의 한 예를 도시한다.

프린트될 이미지 데이터를 형성하는 R, G, 및 B 구성 성분은 외부에서 프린터(93a)에 공급된다. R 구성 성분, G 구성 

성분, 및 B 구성 성분은 R 메모리(101R), G 메모리(101G), B 메모리(101B)내에 각각 저장된다.

컬러 메트릭스 변환 회로(102)는 R 메모리(101R), G 메모리(101G), B 메모리(101B)로부터 각각 R, G, 및 B 구성 성

분을 판독한다. 그리고, 컬러 메트릭 스 변환 회로(102)는 R, G, 및 B 구성 성분에서 컬러 메트릭스 변환 처리를 수행

하고, 이에 따라 R, G, 및 B 구성 성분은 Y, M, 및 C 구성 성분을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된다. 또한, R, G, 및 

B 구성 성분을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Y, M, C 및 블랙(K) 구성 성분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리고, Y, M, 및 C 구성 성분은 필터(103)에 공급된다. 필터(103)는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Y, M, 및 C 구성 성분에

서 필터링 처리를 수행하고, 이들에게 γ정정(correction) 회로(104)를 제공한다. γ정정 회로(104)는 필터(103)로부

터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γ정정을 수행하고, 픽셀 수 변환 회로(105)에 이것을 공급한다. 픽셀 수 변환 회로(105)

는 γ정정 회로(104)로부터 이미지 데이터의 픽셀 수를 프린터(93a)에 적합하도록 변환하고, 이 변환된 이미지 데이

터를 계조(grayscale) 변환 회로(106)에 공급한다. 계조 변환 회로(106)는 밀도 변환 처리 및 디서링(dithering) 처리

와 같은 계조 변환 처리를 픽셀 수 변환 회로(105)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고, 그 결과 이미지 데이터를

프린팅 기기(107)에 공급한다. 프린팅 기기(107)는 계조 변환 회로(106)로부터 공급된 이미지 데이터에 따라 선정된

시트상에서 이미지를 프린트한다.

도 30은 종합 처리 박스(1)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입력 디바이스로 선택된 디지털 카메라(고유 장치)(92b)와 출력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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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로 선택된 프린터(고유 장치)(93b)를 도시한다.

디지털 카메라(92b)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 출력은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그리고, 종합 처리기(27)의 공통 처

리 그룹(29)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잡 음 감소 처리와 같은 공통 처리를 수행한다. 변동 처리 그룹(28)은 시/공간적 

처리로서 결함 정정 및 보간법(interpolation) 필터링, 상호 구성 성분 처리로서 컬러 정정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시/

공간적 처리로서 픽셀 수 변환 및 라인 수 변환, 주파수 용량 처리로서 주파수 특성 변환, 계조 처리로서 밀도 변환 및 

디서링 처리와 같은 변동 처리를 디지털 카메라(92b) 및 프린터(93b)에 적합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수행한다. 그리

고, 이 결과 이미지 데이터는 프린터(93b)에 공급된다.

보다 상세하게, 픽셀 수 변환 처리, 라인 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디지털 카메라(92b)의 CCD의 픽

셀 수와 디지털 카메라(92b)로부터의 이미지 출력이 프린터(93b)에 의해 적절하게 프린트될 수 있도록하는 프린터(9

3b)에 사용되는 프린팅 방법(예를 들어, 레이저법, 전화(sublimate)법 또는 잉크-젯법)에 기초해서 수행된다.

도 25에서와 같이 도 30에서, 시/공간적 처리, 계조 처리, 주파수 용량 처리, 및 상호 구성 성분 처리는 모두 분류 적응

처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상술된 처리는 상응하는 예상 계수를 알아냄으로써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모든 타입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예상 계수가 알려지고, 처리는 이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도 30에서, 공통 처리로서의 잡음 감소 처리는 도 29에 도시된 필터(103)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일치한다. 시/공간

적 처리로서의 결함 정정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결함 정정 회로(45)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일치한다. 시/공간적 처

리로 서의 보간법 필터링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픽셀 보간법 회로(48)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일치한다. 상호 구성 

성분 처리로서의 컬러 정정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WB 회로(46)와 도 29에 도시된 필터(103)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

와 일치한다. 상호 구성 성분 처리로서의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도 15에 도시된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49)와 

도 29에 도시된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102)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일치한다. 시/공간적 처리로서의 픽셀 수 변

환 처리 및 라인 수 변환 처리 도 29에 도시된 픽셀 수 변환 처리 회로(105)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일치한다. 계조 

처리로서의 밀도 변환 처리는 도 15 및 도 29에 도시된 γ정정 회로(47 및 104)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각각 일치한

다. 계조 처리로서의 디서링 처리는 도 29에 도시된 계조 처리(106)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와 일치한다.

도 21에서와 같이 도 30에서, 주파수 용량 처리로서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보통 디바이스에서 수행되지 않는다. 

종합 처리기(27)는 보통 디바이스에서 수행되지 않는 상술된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도 31은 도 30에 도시된 프린터(93b) 유형의 한 예를 도시한다. 도 30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소자는 같은 참조 숫자

에 의해 표현되고, 그 설명은 생략된다.

종합 처리기(27)가 도 30을 참조로 설명된 처리를 수행한 후에, 이미지 데이터를 형성하는 Y, M, 및 C 구성 성분은 

프린터(93b)에 공급된다. Y 구성 성분, M 구성 성분, 및 C 구성 성분은 Y 메모리(108Y), M 메모리(108M), 및 C 메모

리(108C) 각각에 저장된다. 그리고, 프린팅 기기(107)는 Y 메모리(108Y), M 메모리(108M), 및 C 메모리(108C) 각

각으로부터 Y, M, 및 C 구성 성분을 판독하고, Y, M, 및 C 구 성 성분에 따라 선정된 시트상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프

린트한다.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는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프린터(93b)는 이런 처리를 수행하는 블록없이 

형성될 수 있다. 즉, 프린터(93b)는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9에 도시된 컬러 메트릭스 변환 회로(102), 필터링

회로(103), γ정정 회로(104), 픽셀 수 변환 회로(105), 및 계조 변환 회로(106)없이, 형성될 수 있다.

도 32는 입력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이미지 스캐너(보통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들 사이의 관계 및 종합 처리

기(27)에 의해 수행되는 공통 처리 및 변동 처리를 도시한다.

이미지 스캐너(94a)(보통 디바이스)에서는, AGC 처리, 잡음 감소 처리, 블랙 레벨 정정 처리, 쉐이딩(shading) 처리, 

주파수 특성 정정 처리, γ정정 처리, 컬러 메트릭스 변환 처리가 수행된다.

도 32에서, 이미지 스캐너(94a)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중에서, 잡음 감소 처리는 일반적으로 입력 디바이스가 이미지 

스캐너(94a)이고 공통 처리인지에 관계 없이 독립적이다. 반대로, 블랙 레벨 정정 처리, 쉐이딩 처리, 주파수 특성 정

정 처리, γ정정 처리, 컬러 메트릭스 변환 처리는 입력 디바이스가 이미지 스캐너(94a)인지에 의존하고, 따라서 가변

처리에 속한다.

이미지 스캐너(94A; 보통 디바이스)는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되어 이미지 스캐너(94A)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수

신하는 경우, 종합 처리기(27)는 다음 처리를 수행한다. 가변 처리 그룹(28)는, 가변 처리로서 흑 레벨 보정 처리, 셰

이딩 처리, 주파수 특성 보정 처리, γ보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를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고, 공통 처리 그

룹(29)은 공통 처리로서 노이즈 제거 처리를 필요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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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합 처리기(27)는 이미지 스캐너(94A)에서 행해지지 않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실시한다. 혹은, 이미지 스

캐너(94A)에서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가 행해질 수 있더라도, 이미지 스캐너(94A)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면, 종합 처리기(27)가 가변 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도 33은 종합 처리 박스(1)에 있어서, 입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이미지 스캐너(94B; 고유 디바이스)와, 출력 디바이

스로서 선택된 프린터(93B; 고유 디바이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지 스캐너(94B)가 출력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그 때 종합 처리기(27)의 공통 처리 

그룹(29)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공통 처리로서 노이즈 제거 처리를 실시한다. 그 때 가변 처리 그룹(28)은, 이미

지 스캐너(94B) 및 프린터(93B)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계조 처리인 γ보정 처리 및 흑 레벨

보정 처리, 성분 사이 처리인 컬러 보정 처리 및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시간적/공간적 처리인 픽셀 수 변환 처리 

및 라인 수 변환 처리, 주파수 볼륨 처리인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 및 계조 처리인 셰이딩 처리, 농도 변환 처리, 및 디

서링 처리와 같은 가변 처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프린터(93B)에 공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픽셀 수 변환 처리, 라인 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는 이미지 스캐너(94B)가 갖는 CC

D의 픽셀 수나, 프린터(93B)의 인쇄 방식 등에 기초하여, 이미지 스캐너(94B)가 출력하는 이미지가 프린터(93B)에서

적절한 상태에서 인쇄 되도록 행해진다.

도 33에 있어서도, 도 25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이, 시간적/공간적 처리, 계조 처리, 주파수 볼륨 처리, 및 성분 사이 

처리 모두는 분류 적응성 처리 (classification adaptive processing)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처리는 대

응하는 예측 계수를 학습함으로써 개별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처리를 행하는 예측 계수를 학습하여 동시에 실행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33에 있어서, 흑 레벨 보정 처리 및 셰이딩 보정 처리는 이미지 스캐너(레귤레 디바이스)에 의해 행해지는 가변 처

리에 상당한다.

도 34는 저장 디바이스 및 공통 처리로서 선택된 VCR(보통 디바이스)에 의해 행해지는 동작 및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행해지는 가변 처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VCR(95A; 보통 디바이스)에서는, 기록(기입) 동작이 행해질 때, 노이즈 제거 처리, 전 처리(pre-processing; 필터링

처리), MPEG 압축 처리, 오류 정정 부호화 처리, 및 채널 부호화 처리 등이 행해진다. 재생(판독) 동작이 행해 질 때

는, 채널 복호 처리, 오류 정정 처리, 신장 처리(예를 들면, MPEG 복호 처리), 및 후 처리(post-processing; 필터링 

처리)가 행해진다.

도 34에 있어서, VCR(95A)에 의해 행해지는 동작, 노이즈 제거 처리, 및 MPEG 압축 처리 및 신장 처리는 일반적으

로 저장 디바이스가 VCR(95A)인지의 여부 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공통 처리이다. 반면, 전 처리, 오류 정정 부호화 

처리, 채널 부호화 처리, 채널 복호 처리, 오류 정정 처리, 및 후 처리는 저장 디바이스가 VCR(95A)인지의 여부에 의

존하므로, 가변 처리이다.

VCR(95A)가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되어 VCR(95A)에 이미지 데이터가 공급(기록)되는 경우에는, 종합 처리기(27

)는 다음 처리를 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VCR(95A)에 공급(기록)되는 경우, 가변 처리 그룹(28)은

가변 처리로서 전 처리, 오류 정정 부호화 처리, 및 채널 부호화 처리를 필요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에서 실시함과 동

시에, 공통 처리 그룹(29)은 공통 처리로서 노이즈 제거 처리, 및 압축 처리를 필요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에서 실시한

다. VCR(95A)에서 이미지 데이터가 재생(판독)되는 경우에는, 가변 처리 그룹(28)은 가변 처리로서 채널 복호 처리, 

오류 정정 처리, 및 후 처리를 필요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공통 처리 그룹(29)은 공통 처리로서 

노이즈 제거 처리 및 신장 처리를 필요에 따라 이미지 데이터에서 실시한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VCR(95A)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실시한다. 혹은, VCR(95A)에 의

해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가 행해질 수 있더라도, 종합 처리기(27)는 VCR(95A)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

다면 가변 처리를 실시한다.

도 35는 도 34에 도시된 VCR(95A)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기록 동작에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는 노이즈 감축 회로(111)에 공급된다. 노이즈 감축 회로(111)는 이미지 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전 처리 회로(112)에 공급한다. 전 처리 회로(112)는 

노이즈 감축 회로(111)로부터 공급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전 처리를 실시하여 이를 압축 회로(113)에 공급한다. 

압축 회로(113)는 전 처리 회로(112)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MPEG 부호화를 행하고,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

를 오류 정정 부호화 회로(114)에 공급한다. 오류 정정 부호화 회로(114)는 오류 정정 부호를 연산하고 이를 압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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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13)의 출력에 부가하여, 이로써 결과적으로 얻은 데이터를 채널 부호화 회로(115)에 공급한다. 채널 부호화 회로

(115)는 오류 정정 부호화 회로(114)의 출력에 대하여 채널 부호화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출력을 기록 증폭기(1

16)에 공급한다. 기록 증폭기(116)는 채널 부호화 회로(115)의 출력을 증폭하여, 그것을 기록 신호로서 헤드계(117)

에 공급한다. 헤드계(117)는 기록 증폭기(116)로부터의 기록 신호에 따라, 비디오 테이프 등의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재생 동작에 있어서, 헤드계(117)는 비디오 테이프 등의 기록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재생하여, 그것을 재생 증폭기(11

8)에 공급한다. 재생 증폭기(118)는 헤드계(117)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증폭시켜, 그것을 채널 복호 회로(119)에 공

급한다. 채널 복호 회로(119)는 재생 증폭기(118)로부터의 데이터를 채널 복호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데이터를 오류 

정정 회로(120)에 공급한다. 오류 정정 회로(120)는 채널 복호된 데이터에 포함된 에러 검출을 행하고,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정정을 행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데이터를 신장 회로(121)에 공급한다. 신장 회로(121)는 오류 정정

회로(120)의 출력을 신장하여, 원래의 이미지 데이터로 복 호한다. 그 때 원래의 이미지 데이터는 후 처리 회로(122)

에 공급된다. 후 처리 회로(122)는 신장 회로(121)로부터 출력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후 처리를 실시한다.

도 36은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것으로, 저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VCR(95B; 고유 디바이스)와, 출력 디바이스

로서 선태된 CRT 모니터(60B; 고유 디바이스)를 나타내고 있다.

VCR(95B)는 예를 들면, 비디오 카메라(고유 디바이스)와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기록에 있어서, 도 36에

있어서 굵은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가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이러

한 경우에 있어서, 공통 처리 그룹(29)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노이즈 제거 처리를 실시하고, 또한 가변 처리 그룹

(28)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VCR(95B)에 적합한 시간적/공간적 처리인 전 처리를 실시한다. 계속해서, 공통 처리

그룹(29)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압축 처리를 실시하고, 가변 처리 그룹(28)은 VCR(95B)에 적합한 시간적/공간

적 처리인 오류 정정 부호화 처리 및 채널 부호화 처리를 실시한다. 그 때 결과적으로 얻은 이미지 데이터는 VCR(95

B)에 공급되어 기록된다.

이미지가 재생된 경우, 도 36에 있어서 가는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VCR(95B)에서 판독된 재생 데이터가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변 처리 그룹(28)은 재생 데이터에 대하여, VCR(95B)에 적합한 시간적/

공간적 처리인 채널 복호 처리 및 오류 정정 처리를 실시하고, 공통 처리 그룹(29)은 오류 정정된 재생 데이터에 대하

여, 신장 처리를 실시하여, 이로써 재생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복호한다. 계속해서, 가변 처리 그룹(28)은 신장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VCR(95B)에 적합한 시간적/공간적 처리인 전 처리를 실시하고, 다음에 전 처리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계조 처리인 γ보정 처리 및 휘도 보정 처리, 시간적/공간적 처리인 픽셀 수 변환 처리, 라인 수 변환 

처리, 및 프레임 수 변환 처리, 주파수 볼륨 처리인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 및 성분 사이 처리인 컬러 보정 처리 및 컬

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를 CRT 모니터(60B)에 적합하게 실시한다. 그 결과, 이미지는 CRT 모니터(60B)에 공급되어 

표시된다.

도 36에 있어서도, 도 25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이, 이미지 재생 동작 동안 행해지는 시간적/공간적 처리, 계조 처리, 

주파수 볼륨 처리, 및 성분 사이 처리 모두는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상술된 처리는 

대응하는 예측 계수를 학습해 둠으로써 개별로 행해잴 수 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처리를 행하는 예측 계수를 학습해 

두고, 그 처리를 동시에 행할 수도 있다.

도 36에 있어서, 공통 처리인 노이즈 제거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노이즈 감축 회로(111)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

응한다.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전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전 처리 회로(112)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하는 

반면,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후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후 처리 회로(122)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공

통 처리로서의 압축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압축 회로(113)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하는 반면, 공통 처리로서의

신장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신장 회로(121)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오류 정정

부호화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에러 정정 부호화 회로(114) 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하는 반면,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오류 정정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오류 정정 회로(120)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채널 부호화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채널 부호화 회로(115)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하는 반면, 시간

적/공간적 처리로서의 채널 복호 처리는 도 35에 도시된 채널 복호 회로(119)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성

분 사이 처리로서의 컬러 보정 처리는 도 18에 도시된 컬러 조정 회로(74)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하는 반면, 성

분 사이 처리로서의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도 18에 도시된 컬러 매트릭스 변환 회로(70)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

에 대응한다. 계조 처리로서의 γ 보정 처리는 도 18에 도시된 휘도 보정 회로(68)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하는 

반면, 계조 처리로서의 휘도 보정 처리는 도 18에 도시된 콘트라스트 조정 회로(67)나 휘도 보정 회로(68)에 의해 행

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도 37은 도 36에 도시된 VCR(95B)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5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같은 참조 번호로 나타내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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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는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수행되므로, VCR(95B)은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를 행하는 블록

을 설치하지 않고 구성될 수 있다.

즉, VCR(95B)은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이즈 감축 회로(111), 전 처리 회로(112), 압축 회로(113), 오류 정정 

부호화 회로(114), 채널 부호화 회로(115), 채널 복호 회로(119), 오류 정정 회로(120), 신장 회로(121), 및 후 처리 

회로(122)를 설치하지 않고 구성될 수 있다.

도 38은 저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DVD 플레이어(보통 디바이스)에 의해 행해지느 동작들과, 종합 처리기(27)에 의

해 행해지는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DVD 플레이어(96A; 보통 디바이스)에서는, 채널 복호 처리, 오류 정정 처리, MPEG 복호 처리, 후 처리(필터링 처리)

, 및 NTSC 인코드 처리 등이 행해진다.

도 38에 있어서, DVD 플레이어(96A)에 의해 행해지는 동작들 중, NTSC 인코드 처리, 및 MPEG 복호 처리는 저장 

디바이스가 DVD 플레이어(96A) 인지의 여부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공통 처리이다. 반면에, 채널 복호 처리, 오류 정

정 처리, 및 후 처리(필터링 처리)는 저장 디바이스가 DVD 플레이어(96A) 인지의 여부에 의존하므로, 가변 처리이다.

DVD 플레이어(96A)가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경우, 및 그 DVD 플레이어(96A)에서 이미지 데이터가 재생되고 

종합 처리 박스(1)에 공급되는 경우에, 종합 처리기(27)는 다음 처리를 수행한다. 가변 처리 그룹(28)은 채널 복호 처

리, 오류 정정 처리, 및 후 처리를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고, 공통 처리 그룹(29)은 복호 처리 및 NTSC 인코드 처리를 

필요에 따라서 실시한다.

즉, 종합 처리기(27)는 DVD 플레이어(96A)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를 행한다. 혹은, DVD 플

레이어(96A)에 의해 가변 처리 및 공통 처리가 행해질 수 있더라도, 종합 처리기(27)가 DVD 플레이어(96A)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면 대응 처리를 실시한다.

도 39는 도 38에 도시된 DVD 플레이어(96A; 보통 디바이스)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DVD(131)는 스핀들 모터(132)에 의해 회전된다. 픽업(134)은 DVD(131)에 빔광을 조사하여, DVD에 의해 반사된 

광을 수광한다. 또한, 픽업(134)은 그 수광량에 따른 재생 신호를 서보 회로(133) 및 채널 복호 회로(135)에 공급한다

. 서보 회로(133)는 픽업(134)으로부터의 재생 신호에 기초하여 스핀들 모터(132) 및 픽업(134)을 제어한다.

채널 복호 회로(135)는 픽업(134)으로부터의 재생 신호를 채널 복호하여, 그것을 오류 정정 회로(136)에 공급한다. 

오류 정정 회로(136)는 채널 복호 회로(135)로 부터 공급된 출력 신호를 그 출력 신호에 포함된 오류 정정 부호에 기

초하여 오류 정정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신호를 복호 회로(137)에 공급한다. 복호 회로(137)는 오류 정정 회로(136)

로부터의 출력을 MPEG 복호하여, 그것을 후 처리 회로(138)에 공급한다. 후 처리 회로(138)는 MPEG 복호된 이미지

데이터에 후 처리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이미지를 출력한다.

도 40은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된 것으로, 저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DVD 플레이어(96B; 고유 디바이스)와, 출력

디바이스로서 선택된 액정 모니터(80B; 고유 디바이스)를 나타내고 있다.

DVD 플레이어(96B)에 의해 획득된 재생 신호는 종합 처리기(27)에 공급된다. 그 때 가변 처리 그룹(28)은 DVD 플

레이어(96B)에 적합한 시간적/공간적 처리인 채널 복호 처리 및 오류 정정 처리를 실시한다. 공통 처리 그룹(29)은 

재생 신호에 대하여 복호 처리를 실시하여, 그것을 이미지 데이터로 복호한다. 계속해서, 가변 처리 그룹(28)은 복호

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DVD 플레이어(96B)에 적합한 시간적/공간적 처리인 후 처리를 실시한다. 다음에, 가변 

처리 그룹(28)은 액정 모니터(80B)에 적합한, 계조 처리인 γ보정 처리, 계조 보정 처리, 흑 레벨 보정 처리와 셰이딩 

처리, 성분 사이 처리인 컬러 보정 처리와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 시간적/공간적 처리인 픽셀 수 변환 처리와 라인 

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볼륨 처리인 주파수 특성 변환 처리를 실시한다. 다음에, 결과적으로 얻은 이미지는 액정 모

니터(80B)에 공급되고 표시된다.

도 40에 있어서도, 도 25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이, 액정 모니터(80B)에 적합한 계조 처리, 성분 사이 처리, 시간적/공

간적 처리, 및 주파수 볼륨 처리 모두는 클래스 분류 적응 처리에 의해서 행해 질 수 있다. 상기한 처리는 대응하는 예

측 계수를 학습해 둠으로써 개별로 행해 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처리를 행하는 예측 계수를 학습해 두면, 처리

가 동시에 행해질 수 있다.

도 40에 있어서,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채널 복호 처리는 도 39에 도시된 채널 복호 회로(135)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오류 정정 처리는 도 39에 도시된 오류 정정 회로(136)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또한, 공통 처리로서의 복호 처리는 도 39에 도시된 복호 회로(137)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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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간적/공간적 처리로서의 후 처리는 도 39에 도시된 후 처리 회로(138)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계

조 처리로서의 γ 보정 처리, 계조 보정 처리, 및 흑 레벨 보정 처리는 도 22에 도시된 레벨 변환 회 로(85)나 멀티-레

벨링 회로(multi-leveling circuit; 86)에 의해 행해지는 처리에 대응한다.

도 40에 있어서, 성분 사이 처리로서의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에 있어서, DVD 플레이어(96B)로부터 출력된 이미

지 데이터가 Y, U, 및 V 성분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Y, U, 및 V 성분은 R, G, 및 B 성분으로 변환된다. 그러나, DVD 

플레이어(96B)로부터 출력되는 이미지 데이터는 R, G, 및 B 성분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컬러 매트릭스 변환 처리는 

행해지지 않는다.

도 41은 도 40에 도시된 DVD 플레이어(96B)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9에 도시된 것고 동일한 구성 요소는 

같은 참조 번호로 나타낸다.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는 종합 처리기(27)에 의해 행해지므로, DVD 플레이어(96B)는 공통 처리 및 가변 처리를 행

하는 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구성될 수 있다. 즉, DVD 플레이어(96B)는 도 4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39에 도시된 채

널 복호 회로(135), 오류 정정 회로(136), 복호 회로, 및 후 처리 회로(138)를 설치하지 않고 구성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종합 처리 박스(1)에서는, 각종의 디바이스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 및 각종의 디바이스에 공급하는 데

이터에 대하여 공통 처리가 실시되고, 개별 디바이스에 대한 가변 처리도 실시된다. 따라서, 종합 처리 박스(1)에 접속

되는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의 기능을 완수하는 최소한의 부분(고유 부분)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고유 부분만을 대체하면 되므로, 이로써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저감할 수 있다.

종합 처리 박스(1)에 의해 행해지는 상기 일련의 처리는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소프트웨

어가 사용되면, 대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범용의 컴퓨터 등에 인스톨된다.

도 42는 상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인스톨되는 컴퓨터의 일 실시 유형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내장된 기록 매체로서의 하드디스크(305) 혹은 ROM(read only memory; 303)에 미리 기록해 

둘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플로피 디스크,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MO(magneto optical) 디스크, DV

D 디스크, 자기 디스크, 및 반도체 메모리 등의 제거 가능한 기록 매체(311)에 일시적 혹은 영속적으로 기억(기록)해 

둘 수 있다. 이러한 제거 가능한 기록 매체(311)는 소위 패키지 소프트웨어로서 제공할 수 있다.

제거 가능한 기록 매체(311)로부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디지

털 위성 방송용의 인공위성을 통해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LAN(Local Area Network) 혹은 인터넷 등의 네

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유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 때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통신 유닛(308)에 의해 수신하고, 그것

을 내장된 하드디스크(305)에 인스톨할 수 있다.

컴퓨터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302)를 내장하고 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310)는 버스(301)를 통해 CP

U(302)에 접속된다. 사용자가 입/출력 인터페이스(310)를 통해, 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마이크로폰 등의 입력 유닛(

307)을 조작함으로써 지령을 입력할 때, CPU(302)는 ROM(303) 내에 기억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한, CPU

(302)는 하드디스크(305)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위성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어 통신 유닛(308)에 의해 수

신되고 하드디스크(305)에 인스톨된 프로그램, 및 드라이브(309)에 장착된 제거 가능한 기록 매체(311)로부터 판독

되어 하드디스크(305)에 인스톨된 프로그램과 같은 댜양한 프로그램을 RAM(Random Access Memory; 304)에 로

드하여 실행한다. 이러한 경우에, CPU(302)는 상술한 플로우 차트 혹은 블록도에 의해 지시된 처리를 행한다. 그 때, 

CPU(302)는 그 처리 결과를 필요에 따라서, 입/출력 인터페이스(310)를 통해, LCD나 스피커 등의 출력 유닛(306)으

로부터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거나, 혹은 통신 유닛(308)으로부터 처리된 결과를 송신하거나, 혹은 그것을 하드디스크

(305)에 기록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컴퓨터가 각종의 처리를 행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스텝이 반드시 시계열로 처리될

필요는 없다. 또한, 그들은 병렬적 혹은 개별로(예를 들면, 병렬 혹은 오브젝트 처리로 실행될 수도 있음) 실행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복수의 컴퓨터에 의해서 분산 처리될 수도 있

다. 또한, 프로그램은 원격 컴퓨터에 전송되어 실행될 수도 있다.

종합 처리 박스(1)는 휴대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비디오 카메라(고유 디바이스 혹은 보통 디바이스 중 

하나)에 장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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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처리 박스(1)는 상술한 디바이스 이외의 각종의 디바이스에 접속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가 종합 처리 박스(1)에서 처리되도록 하였지만, 이미지 데이터 이외의 음성 데이

터 등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입력 디바이스는 제조자 혹은 기기 유형에 따라 다른 유형로 취급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종합 처리기(27)는 비디오 카메라 등에 대해 다른 유형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출력 디바이

스 및 저장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여러 유형의 디바이스에 적합한 처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유형의 출력 디바이스들에 처리된 정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 수단;

처리된 정보 데이터가 출력되는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출하는 출력 디바이스 검출 수단; 및

상기 데이터 입력 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상기 출력 디바이스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상기 출력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가변 처리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가변 처리 수단은,

상기 데이터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정보 데이터를 클래스들중 하나로 분류하며, 상기 정보 데이터의 클래스에 대응하

는 클래스 코드를 출력하는 데이터 분류 수단;

학습 처리를 수행함에 의해 얻어지는, 상기 클래스 코드 각각에 대한 복수의 계수들을 저장하는 저장 수단; 및

상기 데이터 분류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며 처리된 정보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상기 저장 수단으

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정보 데이터 및 상기 계수로 계산을 수행하는 계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클래스 코드들용의 복수의 계수들의 세트들을 저장하며,

상기 복수의 계수들의 세트들중 하나는 상기 계산 수단이 계산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디바이스 검출 수

단에 의해 검출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기초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분류 수단은,

상기 정보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디바이스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기초하여

상기 정보 데이터중 일부를 선택하는 정보 데이터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이 계산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디바이스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

에 기초하여 상기 정보 데이터중 일부를 선택하는 정보 데이터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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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된 정보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 디바이스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기초하여 상기 처리된 정보 데이터의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는 데이터 포맷 선택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이며,

상기 데이터 분류 수단은, 상기 정보 데이터용 이미지의 움직임에 대하여 상기 정보 데이터를 분류하며, 움직임 클래

스 코드들중 하나를 출력하는 움직임 분류 수단;

상기 정보 데이터의 레벨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정보 데이터를 분류하며, 시간/공간 클래스 코드들중 하나를 출력하

는 시간 및/또는 공간 분류 수단; 및

상기 움직임 클래스 코드 및 상기 시간/공간 클래스 코드에 기초하여 최종 클래스 코드를 상기 클래스 코드로서 발생

시키는 합성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7.
처리된 정보 데이터를 복수의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들에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에 있어서,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 유닛;

처리된 정보 데이터가 출력되는 상기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출하는 출력 디바이스 검출 유닛; 및

상기 데이터 입력 유닛으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상기 출력 디바이스 검출 유닛에 의해 검출된 상기 출력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가변 처리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가변 처리 유닛은,

상기 데이터 입력 유닛으로부터의 정보 데이터를 클래스들중 하나로 분류하며, 상기 정보 데이터의 클래스에 대응하

는 클래스 코드를 출력하는 데이터 분류 유닛;

학습 처리를 수행함에 의해 얻어지는, 상기 클래스 코드들 각각에 대한 복수의 계수들을 저장하는 저장 유닛; 및

상기 데이터 분류 유닛으로부터의 상기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며 처리된 정보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상기 저장 유닛으

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정보 데이터 및 상기 계수로 계산을 수행하는 계산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 처리 장치.

청구항 8.
처리된 정보 데이터를 복수의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들에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단계;

처리된 정보 데이터가 출력되는 상기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을 검출하는 검출 단계; 및

상기 입력 단계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에 대해, 상기 검출 단계에 의해 검출된 상기 출력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 가

변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가변 처리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가변 처리 단계는,

상기 입력 단계로부터 수신된 정보 데이터를 클래스들중 하나로 분류하며, 상기 정보 데이터의 클래스에 대응하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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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 코드를 출력하는 분류 단계;

학습 처리를 수행함에 의해 얻어지는, 상기 클래스 코드들 각각에 대한 복수의 계수들을 저장하는 저장 수단으로부터

상기 분류 단계의 클래스 코드에 대응하는 계수를 출력하는 계수 출력 단계; 및

처리된 정보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상기 계수 출력 단계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정보 데이터 및 상기 계수로 계산을 수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된 정보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하여 상기 검출 단계에 의해 검출된 상기 출력 디바이스의 유형에 기초하여 

상기 처리된 정보 데이터의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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