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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촬상장치 및 그 제어방법

(57) 요약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는 피사체의 얼굴 영역이 적절하게 촬영되도록 조광을 행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피사체의 각각의 얼굴 영역이 예비 발광 전후에 취득되는 촬상 화상신호로부터 검출될 수 있고, 촬상 화상신호로부터 검출

된 얼굴 영역 사이에 휘도 비교연산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피사체의 얼굴 영역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 조광이 수행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698483

- 1 -



청구항 1.

예비 발광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제1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제1화상 데이터 취득부와,

예비 발광이 수행될 경우에 제2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제2화상 데이터 취득부와,

상기 제1화상 데이터 취득부에 의해 취득된 제1화상 데이터와, 상기 제2화상 데이터 취득부에 의해 취득된 제2화상 데이

터 중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피사체의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얼굴 영역 검출부와,

상기 얼굴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피사체의 얼굴 영역의 휘도에 의거하여, 제1화상 데이터와 제2화상 데이터를 휘도

에 대해 비교하고, 적어도 하나의 휘도 비교값을 연산하는 휘도 비교연산부와,

상기 휘도 비교연산부에 의해 연산된 적어도 하나의 휘도 비교값에 의거하여, 본 발광량을 결정하는 본 발광량 결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 비교연산부는 제1화상 데이터와 제2화상 데이터 사이의 차분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가중을 설정하여, 적어도

하나의 휘도 비교값을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 비교연산부는 상기 제1화상 데이터로부터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의 휘도와, 상기 제2화상 데이터로부터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의 휘도를 비교 및 연산하여, 적어도 하나의 휘도 비교값을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촬영이 수행되기 전에 설정되는 카메라 파라미터에 의거하여 촬영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영역 검출부가 제1화상 데이터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할 수 없을 경우, 상기 얼굴 영역 검출부는 상기 제2화상

데이터에 의한 얼굴 검출의 결과를 기초로 제1화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에서 얼굴 영역의 설정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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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 비교연산부는 상기 차분 화상 데이터 내의 얼굴 영역에 대해 가중을 확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휘도 비교값을 취

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는 플래시 촬영을 방해하는 물체가 장면에 존재하다는 확인에 응답하여 예비 발광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8.

예비 발광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제1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단계와,

예비 발광이 수행될 경우에 제2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단계와,

상기 제1화상 데이터 취득단계에 의해 취득된 제1화상 데이터와, 상기 제2화상 데이터 취득단계에 의해 취득된 제2화상

데이터 중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피사체의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얼굴 영역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피사체의 얼굴 영역의 휘도에 의거하여, 제1화상 데이터와 제2화상 데이터를 휘

도에 대해 비교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휘도 비교값을 연산하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휘도 비교값에 의거하여 본 발광량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단계는 제1화상 데이터와 제2화상 데이터 사이의 차분 화상 데이터에 대해 가중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단계는 상기 제1화상 데이터로부터 검출된 얼굴 영역의 휘도와, 상기 제2화상 데이터로부터 검출된 얼굴 영역의

휘도를 비교 및 연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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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수행되기 전에 설정되는 카메라 파라미터에 의거하여 촬영을 수행하는 제어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촬상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얼굴 영역 검출단계가 제1화상 데이터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할 수 없을 경우, 상기 얼굴 영역 검출단계는 상기 제2

화상 데이터에 의한 얼굴 검출의 결과를 기초로 제1화상 데이터에 의한 화상에서 얼굴 영역의 설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단계는 차분 화상 데이터 내의 얼굴 영역에 대해 가중을 확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의 제어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파라미터는 플래시 촬영을 방해하는 물체가 장면에 존재하다는 확인에 응답하여 예비 발광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15.

제8항에 기재된 제어방법을 컴퓨터가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신호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촬상소자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 및/또

는 비디오 카메라의 신호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촬상장치에서는, 플래시 촬영시에 촬영화면 내의 피사체로부터의 반사 광량 데이터에 의해 조광(light amount

control)이 수행된다.

이에 따라, 촬영화면 내에 고반사율 또는 저반사율의 피사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반사 광량이 조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예를 들어, 피사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을 경우, 종래의 방식이 사용되면, 촬영화면 내의 피사체로부터의 반사 광량 데이터

에 의거하여 조광이 수행되므로, 피사체의 얼굴에 적당 플래시 광량 이상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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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사체의 얼굴이 과다 노출 상태에서 촬영된다.

따라서, 일본 특허출원공개 제2003-107555호는, AF(Auto Focusing : 자동 초점맞춤)전에 촬상 화상으로부터 피사체의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피사체의 얼굴영역에 가중(weighting)을 주어 노출제어를 수행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전술한 기술에 의하여, 피사체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도록 촬영이 행해짐으로써, 얼굴영역이 가장 적당한 휘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예를 들어, 휘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야경을 배경으로 하여 인물을 촬영하는 경우)에서는, 촬상 화상으로부터 인

물의 얼굴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이 어렵다.

인물의 얼굴을 검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종래의 방법들이 있으며, 예를 들어, 하나의 방법은 소정의 크기 이상인 피부색 영

역을 얼굴 영역으로서 간주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휘도 정보로부터 얼굴의 윤곽과 눈의 형상을 검출하여 이를 얼굴 영역

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종래의 방법에서는 어두울 경우에는 검출 정밀도가 저하된다.

발명의 구성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는 피사체의 얼굴 영역의 촬상을 용이하게 하는 발광 제어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촬상장치에 관한 것

이다. 촬상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예비 발광 전후에 취득된 촬상 화상신호로부터 각각의 피사체의 얼굴 영역

이 검출되고, 촬상 화상신호로부터 검출된 얼굴 영역 사이에 휘도 비교연산이 수행되므로, 피사체의 얼굴 영역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 조광이 수행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또 다른 실시예는, 예비 발광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제1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제1화상 데이터 취득부

와, 예비 발광이 수행될 경우에 제2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제2화상 데이터 취득부와, 상기 제1화상 데이터 취득부에 의해

취득된 제1화상 데이터와, 상기 제2화상 데이터 취득부에 의해 취득된 제2화상 데이터 중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피사체의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얼굴 영역 검출부와, 상기 얼굴 영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피사체의 얼굴 영역에 의거하

여, 제1화상 데이터와 제2화상 데이터를 휘도에 대해 비교 및 연산하는 휘도 비교연산부와, 상기 휘도 비교연산부에 의한

연산 결과에 의거하여 본 발광량을 결정하는 본 발광량 결정부를 포함하는 촬상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는, 예비 발광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제1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제1화상 데이터 취득단계와, 예비 발광

이 수행될 경우에 제2화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제2화상 데이터 취득단계와, 상기 제1화상 데이터 취득단계에 의해 취득된

제1화상 데이터와, 상기 제2화상 데이터 취득단계에 의해 취득된 제2화상 데이터 중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피사

체의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얼굴 영역 검출단계와, 상기 얼굴 영역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피사체의 얼굴 영역에 의거하

여, 제1화상 데이터와 제2화상 데이터를 휘도에 대해 비교 및 연산하는 휘도 비교연산단계와, 상기 휘도 비교연산단계에

의한 연산 결과에 의거하여 본 발광량을 결정하는 본 발광량 결정단계를 포함하는 촬상장치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상기 제어방법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이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아래의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아래의 실시예의 설명은 본질적으로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 그 응용 또는 용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관련 기술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공정, 기술, 장치 및 재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절한 곳에서

실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관련 기술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AF 및 AE 처리

기술은 적절한 곳에서 실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인 실시예는 가시적인 광학 촬

영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적외선 및 다른 파장 촬상계에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다.

한편, 아래 도면에서는 유사한 참조 번호 및 부호가 유사한 항목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도면에서 하나의 항목이 정의되면,

그 이후의 도면에서는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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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실시예)

도 1은 제1실시예에 따른 촬상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에서, 참조 번호 101은 촬상장치(예를 들어, 카메라)의 각종 제어를 수행하는 CPU(중앙처리부)(예를 들어, 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예를 들어, Pentium4))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102는 촬상 광학계(예를 들어, 렌즈, 조리

개, 셔터를 포함하는 계)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 103은 촬상소자(예를 들어, 광전 변환기능을 가지는 CCD(charge-

coupled device), 관련 기술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촬상소자, 및 등가물)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104는 촬상소자

(103)로부터 취득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A/D 변환부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105는 A/D 변환부

(104)의 출력에 의거하여 생성된 화상 데이터로부터 피사체 얼굴의 얼굴 정보(예를 들어, 영역, 형상, 위치)를 취득하는 얼

굴 검출부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106은 포커싱 위치를 결정하는 AF(Auto Focusing) 처리부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 107

은, 피사체 휘도값 Bv를 취득하고, 상기 휘도값 Bv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선도(program chart)(도시하지 않음)로부터 Av

(개구), Tv(셔터 속도) 및 Sv(감도)를 결정하여 노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AE(Auto Exposure) 처리부를 나타낸다.

여기서, Bv = Av + Tv -Sv (1)

참조 번호 108은 플래시부(예를 들어, 플래시 발광장치)를 나타낸다. CPU(101)는 AE 처리부(107)에 의해 결정된 Bv,

Av, Tv 및 Sv에 의거하여, 플래시부(108)가 플래시 발광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지시할 수 있다.

플래시 발광이 수행되면, 플래시부(108)는 예비 발광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CPU(101)는 예비 발광에 의해 발생된 피사체로부터의 반사광 데이터(예를 들어, 휘도 비교값)로부터 연산될 수

있는 본 발광량을 연산할 수 있다. 그 다음, CPU(101)는 플래시부(108)에 신호를 전송하여 본 발광(main light emission)

을 수행한다.

또한, 고반사 물체가 촬영 화면에 포함될 경우에는, 고반사 물체로부터의 광의 반사가 강하고, 플래시 발광을 이용한 촬영

에 의해 적합한 화상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여기서 언급한 고반사 물체는, 예비 발광을 이용하는 플래시 촬영을 방해하는 반사 레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체이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거울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반사율이 높은 물체가 촬영 화면 내에 포함되더라도, 물체 자체가 작다면,

예비 발광을 이용한 플래시 촬영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플래시 촬영을 방해하는 경우라는 것은, 감도 및 노출을 조정하여 발광량을 제어하더라도, 플래시 촬

영에 적합하지 않은 구성이다.

참조 번호 109는 촬상 화상을 처리하는 화상처리부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110은 화상처리부(109)에 의해 처리된 화상 데

이터를 다른 포맷(예를 들어, JPEG, TIFF)으로 변환하는 포맷변환부를 나타낸다. 참조 번호 111은 포맷변환부(110)에 의

해 변환된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부를 나타낸다.

도 2는 제1실시예에 따른 처리 단계를 설명하는 순서도이고, 도 3a 내지 도 3f는 제1실시예의 처리를 종래 방법과 비교하

여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4a 내지 도 4f는 제1실시예의 휘도 연산처리를 종래 방법과 비교하여 도시하는 도면이다.

제1실시예의 동작에 대해 도 2의 순서도에 따라 설명한다.

단계 S201에서, 사용자에 의해 셔터 버튼(SW1)이 조작(예를 들어, 반 누름)되면, 단계 S202에서, AF 처리부(106)와 AE

처리부(107)는 촬영 화면의 적어도 일부분(예를 들어, 전체)에 대해 AF 및 AE 처리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단계 S203에서, (예를 들어, 제1화상 데이터 취득부에 의해) 제1화상 데이터가 취득되고, 취득된 제1화상 데이터

는 예를 들어, 버퍼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일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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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에서 사용되는 AF 처리동작은, 예를 들어, 촬영 화면에 미리 설정된 복수의 초점 검출영역으로부터의 거리 정보 또

는 콘트라스트(contrast) 정보에 의거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초점 검출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초점 검출영역에 존재하는

피사체가 피사계 심도에 맞도록 포커싱 렌즈를 구동하는 방법일 수 있는 다수의 방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AE 처리동작은, 예를 들어, 선택된 초점 검출영역에 대응하는 측광 영역으로부터 검출된 휘도

값의 가중을 확대하여 촬상 대상인 피사체의 휘도값을 연산하는 방법일 수 있는 다수의 방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단계 S204에서, 얼굴 검출부(105)는 단계 S203에서 일시 기억된 제1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얼굴 검출을 수행하여, 얼굴

정보(예를 들어, 얼굴 영역, 얼굴 위치, 반사 데이터, 관련 기술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얼굴과 관련된 다른 데이터 및 그 등

가의 것)를 취득한다.

단계 S204에서 얼굴 검출이 수행될 수 있으면, 단계 S205에서, AF 처리부(106)와 AE 처리부(107)는, 단계 S204에서 취

득된 얼굴 정보에 의거하여 제1화상 데이터의 얼굴 영역을 중심으로 한 화상 영역에 대한 AF 및 AE 처리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AF 및 AE 값의 설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단계 S206에서, (예를 들어, 제2화상 데이터 취득부에 의해) 제2화상 데이터(도 3a)가 취득되고, 취득된 제2화상

데이터는 예를 들어, 버퍼 메모리(도시하지 않음)에 일시 기억된다. 한편, 제1 및 제2화상 데이터 취득부는 일례로서 개별

적으로 취급되지만, 그 기능은 단일 유닛 또는 둘 이상의 유닛(예를 들어, 카메라, CCD, 관련 기술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

른 촬상부 및/또는 화상 취득부, 및 이와 등가의 것)으로 합성될 수 있다

이때, 제1실시예는 얼굴 영역을 중심으로 한 화상 영역에 대해 AF 및 AE 처리동작을 수행할 수 있지만, 종래 방법은 촬영

화면 전체에 대해 AF 및 AE 처리동작을 수행한다(도 3d).

구체적으로, 검출된 얼굴 영역에 대해 초점이 맞도록 촬상소자(103)의 포커싱 렌즈가 구동될 수 있고, 얼굴 영역의 휘도값

을 그대로 피사체 휘도값으로 간주하여, 얼굴 영역을 적절하게 촬영한다.

단계 S207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셔터 버튼(SW2)이 조작(예를 들어, 완전 누름)될 때까지 단계 S204 내지 단계 S206의

처리가 반복된다.

단계 S207에서, 사용자에 의해 셔터 버튼(SW2)이 조작(예를 들어, 완전 누름)되면, 단계 S208에서, CPU(101)는 촬영 화

면의 조건에 따라 플래시 촬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판정한다.

단계 S208에서, CPU(101)가 플래시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고 판정하면, 단계 S209에서, 플래시부(108)는 예비 발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단계 S208에서, CPU(101)가 플래시 촬영이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면, CPU(101)는 단계 S214에서 플래시를 발광하

지 않고 본 촬영을 수행하여, 기록부(111)에 촬상 화상을 기록할 수 있다.

단계 S209에서, 플래시부(108)가 예비 발광을 수행할 수 있고, 단계 S210에서, CPU(101)는 예비 발광 중의 반사광 데이

터에 의거하여 촬상된 제3화상 데이터(도 3b)를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제1실시예는 얼굴 영역을 중심으로 한 화상 영역에 대해 AF 및 AE 처리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도 3b) 반면, 종래 방

법은 촬영 화면 전체에 대한 AF 및 AE 처리동작을 수행한다(도 3e).

단계 S211에서는, 단계 S209에서 수행되는 예비 발광 중에 취득된 반사광 데이터의 분포에 의해 고반사 물체가 촬영 화면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단계 S212에서, 얼굴 검출부(105)는 단계 S210에서 취득된 제3화상 데이터에 대한

얼굴 검출을 수행하여, 얼굴 정보(예를 들어, 얼굴 영역, 얼굴 위치, 반사광 데이터)를 취득한다.

또한, 단계 S211에서, CPU(101)가 단계 S209에서 수행되는 예비 발광 중에 취득된 반사광 데이터의 분포에 의해 고반사

물체가 촬영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단계 S214에서, CPU(101)는 단계 S204에서 취득된 얼굴 정보에 의

거하여 플래시 촬영을 수행하지 않고 본 촬영을 수행하여, 촬상 화상을 기록부(111)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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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213에서는, CPU(101)가 단계 S206에서 취득된 제2화상 데이터(도 3a)의 얼굴 영역과, 단계 S210에서 취득된 제3

화상 데이터(도 3b)의 얼굴 영역 사이의 휘도의 비교 연산(차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비교연산의 결과(예를 들어, 휘도 비교값)에 의거하여, CPU(101)는 본 발광량을 산출할 수 있고, 단계 S214에서,

플래시 발광을 이용한 본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

AF 및 AE 처리동작에서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초점 검출영역에 거리가 가까운 물체 또는 콘트라스트가 높은 물체가 존재

할 경우에는, AF 또는 AE 처리동작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상처리를 통해 촬영 화면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검출함으로써, 피사체 인물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 물체가 존재하

더라도, 피사체의 얼굴을 중심으로 한 AF 및 AE 처리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a 내지 도 3f에 도시한 것과 같이, 얼굴의 전방에 배치된 흰 상자를 가지는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 일부 AF

및 AE 처리동작에 의하면, 흰 상자의 위치에 의거하여 초점 제어, 노출 제어 및 조광이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촬영 화면 전체의 휘도값이 과소 노출을 야기하는 값이 된다(도 3f).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얼굴 영역의 검출을 수행함으로써, 인물 이외의 피사체에 의해 노출이 악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인물의 얼굴이 적절하게 촬영될 수 있을 정도로 노출 제어 및 조광이 수행될 수 있다(도 3c).

도 2의 순서도로 돌아가서, 단계 S204에서, 예를 들어, 피사체가 어두울 경우, 얼굴 검출부(105)가 얼굴 검출을 수행할 수

없으면, 단계 S215에서, AF 처리부(106)와 AE 처리부(107)는 촬영 화면 전체에 대해 공지된 AF 및 AE 처리동작을 수행

하기 위한 AF 값 및 AE 값의 설정을 수행한다.

단계 S216에서, 사용자에 의해 셔터 버튼(SW2)이 조작(예를 들어, 완전 누름)되면, 단계 S217에서, CPU(101)는 촬영 화

면의 조건에 따라 플래시 촬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판정한다.

단계 S217에서, CPU(101)가 플래시 촬영이 사용될 수 있다고 판정하면, 단계 S218에서, 플래시부(108)는 예비 발광을

수행할 수 있다.

단계 S217에서, CPU(101)가 플래시 촬영이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면, 단계 S224에서, CPU(101)는 플래시를 발광하지 않

고 본 촬영을 수행하여, 촬상 화상을 기록부(111)에 기록할 수 있다.

단계 S218에서, 플래시부(108)는 예비 발광을 수행할 수 있고, 단계 S219에서, CPU(101)는 단계 S218 도중에 발광되는

예비 발광 중에 취득된 반사광 데이터에 의거하여 촬상된 제3화상 데이터를 취득한다.

단계 S220에서, CPU(101)가 단계 S218에서 수행되는 예비 발광 중에 취득된 반사광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고반사 물체

가 촬영 화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면, 단계 S212에서, 얼굴 검출부(105)는 단계 S219에서 취득된 제3화상 데

이터에 대한 얼굴 검출을 수행할 수 있고, 얼굴 정보(예를 들어, 얼굴 영역, 얼굴 위치, 반사광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단계 S220에서, CPU(101)가 고반사 물체가 촬영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단계 S224에서, CPU

(101)는 플래시를 발광하지 않고 본 촬영을 수행하여, 촬상 화상을 기록부(111)에 기록한다.

단계 S222에서, CPU(101)는 단계 S221에서 취득된 얼굴 영역과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얼굴 영역을 제1화상 데

이터에 대해 정의한다.

단계 S223에서, CPU(101)는 단계 S203에서 취득된 제1화상 데이터의 얼굴 영역과, 단계 S219에서 취득된 제3화상 데이

터의 얼굴 영역 사이의 휘도의 비교연산(차분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 CPU(101)는 비교연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본 발광량을 산출하고, 단계 S224에서, 플래시 발광을 이용하여 본 촬

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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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1실시예에서의 구체적인 휘도 비교연산의 방법은, 도 4a 내지 도 4c에 도시한 것과 같이, 제2화상 데이터(도 4a)

와 제3화상 데이터(도 4b)를 임의의 수의 블록(도 4a 내지 도 4c의 5×7 블록)으로 각각 분할하고, 설정된 얼굴 영역(400)

을 둘러싸는 사각형 화면 내의 휘도값을 비교 및 연산하는 반면, 종래 방법은 촬영 화면 전체(410) 내에서 휘도값을 비교

및 연산한다(도 4d 및 도 4e).

설정된 얼굴 영역의 비교연산에 의해 취득된 휘도 데이터(예를 들어, 도 4c, 휘도 비교값)에 의거하여, 적절한 휘도값이 되

도록 본 발광량이 산출될 수 있다. 산출된 본 발광량에서의 플래시 발광 촬영을 수행하여 취득된 화상 데이터(도 3c)가 본

촬상 화상이 된다. 이때, 종래 방법에 따르면, 촬영 화면 전체가 휘도 비교연산의 대상이 되고, 비교연산에 의해 취득된 휘

도 데이터(도 4f)에 의거하여, 적절한 휘도가 되도록 본 발광량이 산출된다. 이에 따라, 플래시 촬영의 결과로 취득되는 화

상 데이터(도 3f)는 적절한 휘도로 촬영되지 않은 피사체를 때때로 포함한다.

전술한 제1실시예에 의하면, 얼굴 영역을 강조하여 본 발광량이 산출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피사

체의 얼굴 이외의 반사물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플래시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얼굴 영역이 적절한 휘도가 되도록 촬영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고반사 물체가 촬영 화면에 존재하고, 예비 발광 중에 피사체 화상으로부터 얼굴이 검출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예비 발광 전에 취득된 얼굴 정보에 의거하여, AF 및 AE 처리동작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적당하게 촬영된 얼굴 영역에 가중 계수를 둔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

(제2실시예)

도 5는 제2실시예에 따른 촬상장치의 처리단계를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제2실시예의 동작에 대해 도 5의 순서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5에서, 제1실시예와 동일한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는 동일한 단계 번호가 할당된다.

제2실시예는, 얼굴 영역에 대한 가중 계수의 설정(단계 S301 및 S302)과 관련된 추가적인 단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1

실시예와 상이하다. 이하, 제2실시예의 상이한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단계 S212에서, 얼굴 검출부(105)는 단계 S210에서 취득된 제3화상 데이터에 대하

여 얼굴 검출을 수행하여, 얼굴 정보(예를 들어, 얼굴 영역, 얼굴 위치, 반사광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 처리 흐름이 단계

S301로 진행한다.

단계 S301에서, CPU(101)는 촬영 화면의 조건에 따라 얼굴 영역의 휘도에 관한 가중처리(예를 들어, 가중 계수의 설정)를

수행할 수 있다.

단계 S213에서, CPU(101)는 단계 S206에서 취득된 제2화상 데이터와, 단계 S301의 가중처리에 의해 취득된 화상 데이

터 사이의 휘도의 비교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연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본 발광량이 산출되고, 단계 S214에서, CPU(101)는 본 촬영을 수행한다.

또한, 단계 S221에서, 얼굴 검출부(105)는 단계 S219에서 취득된 제3화상 데이터에 대한 얼굴 검출을 수행하여, 얼굴 정

보(예를 들어, 얼굴 영역, 얼굴 위치, 반사광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 처리 흐름이 단계 S302로 진행한다.

단계 S302에서, CPU(101)는 촬영 화면의 조건에 따라 얼굴 영역의 휘도에 관한 가중처리(예를 들어, 가중 계수의 설정)를

수행할 수 있다.

단계 S222에서, CPU(101)는 단계 S221에서 취득된 얼굴 영역과 동일한 위치의 제1화상 데이터에 얼굴 영역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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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 S223에서, CPU(101)는 단계 S203에서 취득된 제1화상 데이터와, 단계 S302의 가중처리에 의해 취득된 화

상 데이터 사이의 휘도의 비교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비교연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본 발광량을 산출한다. 그 다음, 단계

S224에서, CPU(101)는 본 촬영을 수행한다.

가중처리의 구체적인 동작에 대해, 종래 방법(도 6a 내지 도 6d)과 제2실시예에 따른 방법(도 7a 내지 도 7d)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도 6a 내지 도 6d에서, 촬영 화면 전체를 가중 대상으로 한 가중 동작은 종래의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도 6a는 단계 S206에서 취득된 제2화상 데이터이고, 도 6b는 단계 S210에서 취득된 제3화상 데이터를 도시한 것이다.

도 6c는 제3화상 데이터와 제2화상 데이터 사이의 제한된 차분에 의해 취득될 수 있는 차분 화상 데이터를 도시한 것이다.

CPU(101)는 도 6d에 도시된 것과 같은 화상의 중심에 가중을 둔 가중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도 7a 내지 도 7d에서는, 검출된 얼굴 영역을 가중 대상으로 한 가중동작이 제2실시예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제2실시예에서는, 도 7a에 도시된 제2화상 데이터와 도 7b에 도시된 제3화상 데이터가 도 6a 및 도 6b에 대해 전술한 것

과 마찬가지로 취득된 화상 데이터이다.

다음으로, 양쪽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얼굴 영역의 검출이 수행된다.

그 다음,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차분 화상 데이터(도 7c)가 취득된다.

다음으로, 취득된 차분 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도 7d에 도시되는 검출된 얼굴 영역의 가중을 확대한 가중처리가 수행된다.

전술한 것과 같이, 제2실시예에서는, 얼굴 영역에 관한 가중이 촬영 화면에서의 얼굴 영역의 조건에 따라 수행되므로, 피

사체의 얼굴 이외의 물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얼굴 영역을 적절한 휘도로 촬영할 수 있도록 플래시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후

의 청구범위는 모든 변형, 등가 구조 및 기능을 포함하도록 가장 넓게 해석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얼굴 영역이 적절한 휘도가 되도록 촬영을 수행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예비 발광 전

에 취득된 얼굴 정보에 의거하여, AF 및 AE 처리동작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적당하게 촬영된 얼굴 영역에 가중 계수

를 둔 촬영이 수행될 수 있으며, 얼굴 영역에 관한 가중이 촬영 화면에서의 얼굴 영역의 조건에 따라 수행되므로, 피사체의

얼굴 이외의 물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얼굴 영역을 적절한 휘도로 촬영할 수 있도록 플래시 촬영이 수행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실시예에 따른 촬상장치의 블록도이고,

도 2는 제1실시예에서의 처리를 도시하는 순서도이고,

도 3a 내지 도 3f는 제1실시예와 종래의 방법에서의 처리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4a 내지 도 4f는 제1실시예와 종래의 방법에서의 휘도 연산처리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5는 제2실시예에서의 처리를 도시하는 순서도이고,

도 6a 내지 도 6d는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 화면 전체를 가중 대상으로 한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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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내지 도 7d는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얼굴 영역을 가중 대상으로 한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CPU 102 : 촬상 광학계

103 : 촬상소자 104 : A/D 변환부

105 : 얼굴 검출부 106 : AF 처리부

107 : AE 처리부 108 : 플래시부

109 : 화상처리부 110 : 포맷변환부

111 : 기록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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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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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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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698483

- 14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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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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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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