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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요약

이 발명은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편광판을 이용하여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CCD 
카메라 등의 칼라 화상을 처리하는 결상 광학계에서, 피사체 환경의 광원의 색온도를 표준광원으로 보정
함으로써 자연색을 재현하고, 넓은 보정영역을 가지며, 필터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절대적인 광량을 조
정함에 의해 조리개와 셔터의 조합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다양한 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을 동작
상의 특징으로 하는 편광판을 이용한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전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2도는 종래의 칼라필터에 의한 색보정을 도시한 측면도이다.

제3도는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도이다.

제4도는 이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도이다.

제5도는 이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도이다.

제6도는 이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도이다.

제7도는 편광판의 특성도이다.

제8도는 액정의 특성도이다.

제9도는 일반적인 옥소계 편광판의 편광도에 따른 편광시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제10도는 일반적인 옥소계 편광판의 편광도에 따른 편광시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제11도는 일반적인 옥소계 편광판의 색좌표와 색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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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71 : 색온도 측정부                     72 : 결상 광학계

73 : 촬상소자                            74 : 영상신호 처리부

75 : 연산 판정부                        76 : 종합 제어부

77 : 액정부                               78 : 입사 편광판

79 : 출사 편광판                        710 : 조리개

711 : 셔터                                 81 : 색온도 측정부

82 : 필름부                                83 : 결상 광학계 

84 : 연산 판정부                         85 : 종합 제어부

86 : 액정부                                87 : 입사 편광판

88 : 출사 편광판                         89 : 조리개 및 셔터

51 : 카메라 본체                         52 : 색보정기

53 : 고체촬상소자                       54 : 영상회로

55 : 색온도 측정기                      56 : 색온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

61 : 카메라 본체                         62 : 색온도 측정기

63 : 색보정량 연산기                   64 : 조리개 및 셔터

65 : 색보정기                             66 : 마이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은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CCD 카메라 등의 칼라 화상을 처리하는 결상 광학계에서 피사체의 다양한 광선조건에서 자유로운 색 보정
이 가능하고, 또 칼라 필터(Color Filter)의 기능도 겸할 수 있는 편광판을 이용한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칼라 CCD 카메라, 캠코더 등에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Auto White Balance)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제한적으로 색보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휘도, 적색성분 색신호 청색성분 색신호의 균형을 전기
적으로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평균적인 색재현을 갖도록 조정해준다.

이 결과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
며 색을 자연스럽게 보정하여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즉 색안경 대신 자연광에 의해 발생한 색
온도의 변화와 색차의 발생을 색합성의 결과인 백색의 좌표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
는 것이다.

이러한 캠코더 또는 CCD 카메라 등의 색보정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종래의 전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로서, 그 구성은, 카메라(11)와; 상기 카
메라의 영상을 처리하는 영상처리회로(12)와; 상기 연상처리회로(12)로부터의 영상신호를 휘도, 적색, 청
색으로 분리하는 색신호 분리회로(13)와; 상기 색신호 분리회로(13)로부터의 분리된 신호를 녹색, 적색, 
청색신호가 모두 같도록 보상해 주는 영상신호 합성비교회로(14)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구성에 의한, 종래의 전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장치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사용자에 의해 전원이 인가되면 상기한 종래의 전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장치의 동작이 시작된다.  
동작이 시작되면, 카메라(11)로부터의 신호가 영상 처리회로(12)로 입력된 후에 영상신호만이 출력되고, 
상기 영상신호는 색신호 분리회로(13)로 입력되어 휘도, 적색, 청색으로 분리된다.  상기의 분리된 신호
는 영상신호 합성비교회로(14)를 통과하여 녹색, 적색, 청색신호가 모두 같게 게인(Gain)이 보상되어 영
상처리회로(12)로 입력된다.

상기한 방식은 다소 강제적인 보정으로서 화면전체로 균형이 잡힌 화상을 얻게 하며 전체 색벡터의 합이 
무조건 흰색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정전 화면에서 특정한 색의 분포가 많은 경우, 그 성
분이 색벡터의 합성시 불균형을 초래하며, 오토 화이트 밸런스 과정에서 분포가 많았던 특정 색성분의 게
인 만을 줄여주는 방향의 보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장치는 색성분의 게인이 조정되어 상대적으로 작아짐으로써, 
게인이 많이 조정된 특정색상은 본래 색상에서 거리가 먼 색상으로서 재현됨으로써 관찰자의 눈에 이상한 
색감을 느끼게 하므로, 각각 다른 색의 성분을 조정하여 색의 평균화를 이룰 경우 자연색 재현과는 거리
가 멀어지는 단점이 있고, 또 색상 보정의 범위가 좁게 한정되어 과도한 편차에는 보정이 불가능한 단점
이 있다.

색보정에 관한 또 다른 종래의 기술은 칼라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도에 사용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제2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은염 카메라(22)에서는 촬영시, 자연광의 색온도는 촬영시기와 날씨
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즉 오전이나 흐린 날은 7000。K 이상의 높은 색온도로서 푸른빛을 띠며, 
늦은 오후에는 5000。K 정도의 낮은 색온도로서 붉은 빛을 띠게 된다.  따라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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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찍을 경우 색상이 이상한 사진을 얻게 된다.

전문 사진가들은 이 보정을 위하여 각 조건에 맞는 칼라 필터(21)를 이용하여 근사적인 색보정을 실시한
다.  그러나, 이때 보정은 사용자의 경험에 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
정 필터를 선택하고 교체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보정 필터의 보정범위의 단계도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전체적으로 근사적인 보정이상을 기대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보정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카메라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시
장에서 주종을 이루는 렌즈 셔터(Lens Shutter)용 컴팩트(Compact) 카메라의 경우 필터를 장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피사체 환경의 광원의 색온도를 표준
광원으로 보정함으로써 자연색을 재현하고, 넓은 보정 영역을 가지며, 필터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절대
적인 광량을 조정함에 의해 조리개와 셔터의 조합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다양한 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발명의  제1구성은,  주변광의  색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부와; 피사체의 상을 결상하기 위한 결상 광학계와; 상기 결상 광학계에 의해 결상된 빛을 전기 신호
로 변환시키는 촬상소자와; 상기 촬상소자에서 출력되는 전기 신호를 영상 신호로 처리, 변환시키는 영상
신호 처리부와;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처리하여 색좌표를 연산하는 연산판정부와; 상
기 연산 판정부에서 연산된 색좌표 보정량을 기초로 하여 출력 전압을 결정하며, 변화된 광량을 보상하기 
위한 다수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종합 제어부와;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출력 전압을 인가 받
아 편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액정부와; 상기 액정부의 앞에 위치하여 편광 방향이 혼재된 빛에서 
한 방향의 편광만을 걸러내기 위한 입사 편광판과; 상기 액정부의 후미에 위치하여 액정에 의해 회전된 
파면에 의해 빛의 투고를 제한하며, 색차를 발생시키는 출사 편광판과;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액정 및 출사 편광판에 의해 변경된 광량을 보상하고, 적정한 노출을 이루기 위한 조리
개와;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조리개와 함께 광량을 보상하기 위한 셔터로 이
루어진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발명의  제2구성은,  주변광의  색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부와; 피사체의 상을 결상하기 위한 결상 광학계와; 상기 결상 광학계에 의해 결상된 빛을 화학적 잠
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은염 필름부와;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처리하여 색좌표를 연산
하는 연산 판정부와; 상기 연산 판정부에서 연산된 색좌표 보정량을 기초로 하여 출력 전압을 결정하며, 
변화된 광량을 보상해 주기 위한 다수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종합 제어부와;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
력되는 출력 전압을 인가 받아 편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액정부와; 상기 액정부의 앞에 위치하여 
편광 방향이 혼재된 빛에서 한 방향의 편광만을 걸러내기 위한 입사 편광판과; 상기 액정부의 후미에 위
치하여 액정에 의해 회전된 파면에 의해 빛의 투과를 제한하며, 색차를 발생시키는 출사 편광판과;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액정 및 출사 편광판에 의해 변경된 광량을 보상하고, 적정
한 노출을 이루기 위한 조리개 및 셔터로 이루어진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발명의 제3구성은, 물체를 촬영하기 위한 조리개 및 렌즈류등의 각종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본체와; 색상보정을 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색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색온
도 측정기와 상기 색온도 측정기에서 얻은 측정값을 연산하여 편광판과 액정에서 필요한 보정값을 얻기 
위한 색온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가 부착되어 있는 색 보정기와; 상기 색보정기에서 색 보정된 상이 결상
되며, 영상신호를 출력하고, 전자셔터가 부착되어 있는 고체촬상소자와; 상기 고체촬상소자로부터 영상신
호를 입력받아 영상을 재현하기 위한 영상회로로 이루어진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발명의 제4구성은, 물체를 촬영하기 위한 렌즈류등의 각종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본체와; 색상보정을 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색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기
와 상기 색온도 측정기에서 얻은 측정값을 연산하여 편광판과 액정에서 필요한 보정값을 얻기 위한 색온
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가 부착되어 있고, 광량조절을 하기 위한 조리개 및 셔터가 부착되어 있는 색 보정
기와; 상기 카메라 본체의 각 부 및 새 보정기를 제어하기 위한 마이콤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구성에 의하여 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도는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도이고, 제4도는 이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도이고, 제5도는 이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도이고, 제6도는 이 발명의 제4실시에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의 구성도이고, 제7도는 편광판의 특성도이고, 제8도는 액정의 특성도이고, 제9도 및 10도는 일반적인 옥
소계 편광판의 편광도에 따른 편광시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 및 그래프이고, 제11도는 일반적인 옥
소계 편광판의 색좌표와 색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제3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주변광의 색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부(71)의 출력단에,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출력되는 정보
를 처리하여 색좌표를 연산하는 연산 판정부(75)가 연결된다.

상기 연산 판정부(75)의 출력단에 상기 연산 판정부(75)에서 연산된 색좌표 보정량을 기초로 하여 출력 
전압을 결정하며, 변화된 광량을 보상해주기 위한 다수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종합 제어부(76)가 연결
되고, 상기 종합 제어부(76)의 출력단에 상기 종합제어부(76)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전압을 인가 받아 편
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액정부(77)와 인가되는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 영상 신호로 처리, 변환시
키는 영상신호 처리부(74)가 연결된다.

상기 영상신호처리부(74)의 입력단에 결상되는 피사체 상에 해당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출력하는 결상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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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자(73)가 연결되며, 상기 결상 촬상소자(73)에는 셔터가 부착되어 있다.

상기 액정부(77)의 앞(피사체측)에는 입사 편광판(78)이 위치하고, 상기 액정부(77)의 후미에는 출사 편
광판(79)이 위치하고, 상기 액정부(77)에는 상기 액정부(77) 및 출사 편광판(79)에 의해 변경된 광량을 
보상하고, 적정한 노출을 이루기 위한 조리개(710)가 내부에 있는 피사체의 상을 결상하기 위한 결상 광
학계(72)에 장착되어 있다.

제4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이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주변광의 색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부(81)의 출력단에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나온 정보를 처
리하여 색좌표를 연산하는 연산 판정부(84)가 연결된다.

상기 연산 판정부(84)의 출력단에 상기 연산 판정부(84)에서 연산된 색좌표 보정량을 기초로 하여 출력 
전압을 결정하며, 변화된 광량을 보상해주기 위한 다수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종합 제어부(85)가 연결
된다.

상기 종합 제어부(85)의 출력단에 출력 전압을 인가 받아 편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액정부(86)와, 인가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액정부(86) 및 출사 편광판(88)에 의해 변경된 광량을 보
상하고, 적정한 노출을 이루기 위한 조리개 및 셔터(89)가 연결된다.

상기 조리개 및 셔터(89)와 액정부(86)의 사이에는 출사편광판(88)이 위치하고, 입사 편광판(87)이 액정
부(86) 앞에 위치하며, 결상 광학계(83)에 의해 결상된 빛을 화학적 잠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은염 필름부
(82)가 결상 광학계(83)의 초점 위치에 위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제5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이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물체를 촬영하기 위한 조리개 및 렌즈류등의 각종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본체(51)의 안에 색상
보정을 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색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기(55)와,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얻
은 측정값을 연산하여 편광판과 액정에서 필요한 보정값을 얻기 위한 색온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56)가 
부착되어 있는 색 보정기(52)가 있으며, 상기 색보정기(52)에서 색 보정된 상이 결상되며, 영상신호를 출
력하고, 전자셔터가 부착되어 있는 고체촬상소자(53)와, 상기 고체촬상소자(53)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
아 영상을 재현하기 위한 영상회로(54)가 연결되어 있다.

제6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이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구성은, 물체를 촬
영하기 위한 렌즈류등의 각종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본체(61) 안에 색보정을 하기 위해 주변환
경의 색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기(62)와,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얻은 측정값을 연산하여 편
광판과 액정에서 펄요한 보정값을 얻기 위한 색온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63)가 부착되어 있고, 광량조절
을 하기 위한 조리개 및 셔터(64)가 부착되어 있는 색 보정기(65)가 있으며, 상기 카메라 본체(61)의 각 
부 및 색 보정기(65)를 제어하기 위한 마이콤(66)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한 실시예의 작용 설명에 앞서, 상기한 편광판 및 액정의 역할에 관해 제7도 내지 제9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7도는 편광판의 역할을 나타낸 것으로서 횡파인 광의 진동 방향중 한 방향의 빛만을 걸러서 내보내는 
것이다.  제8도는 액정의 역할을 나타낸 것으로서 편광판과 액정의 결합시 기능을 보여준다.

즉, 투명한 액정과 액정의 양면은 구동 전극과 대향 전극이 위치한다.  양전극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을 때는 액정분자가 빛의 진동면을 90°만큼 회전시켜서 상부 편광판에서 나온 빛이 하부 편광판을 대
부분 투과하게 된다.  그러나 전극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압에 비례하여 편광판에서 나온 빛의 편광 
방향이 회전되며, 회전된 각도에 비례하여 하부 편광판에서 빛이 걸러지게 된다.

제9도의 표는 일반적인 옥소계 편광판의 편광도에 따른 편광시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D65 광
원에 의한 시험결과, 평행 투과시 색좌표는 L* = 66.86, a* = -0.98, b* = 4.07이며, 직교 투과시는 L* = 
21.81, a* = 2.28, b* = -2.41로서 평행투과시 연두색에서 직교투과시는 보라색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제7도에서 알 수가 있듯이, 광이 광축과 평행한 부분에 편광판과 액정을 배치하여 편광판에서 발생한 색
차를 광량보정에 이용한다.

상기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 사용자에 의해 전원이 인가되면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의 동작이 시작된다.   이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카메라는 촬상 소자를 사용하는 카메라이다.

동작이 시작되면, 색온도 측정부(71)에서 색온도를 측정하고, 연산 판정부(75)가 측정된 색온도에 따라 
색좌표를 연산한다.

예를 들어, 제11도의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2000。K색온도가 측정될 경우 이를 흑체복사로 근사하여 색
좌표(x=0.525, y=0.415)가 연산 판정부(75)에서 연산된다.  이는 주황색에 가까운 색상으로서, 남색방향
으로의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광판(78, 79)과 액정부(77)에서 동일한 양의 색도와 투과도를 발생시키기 위해, 미리 실험치에
서 연산된 색도좌표(감법 혼색이므로 간단히 좌표가 계산되지 않고, 실험에 의한 근사값이 이용된다)(L* 
= 5.0, a* = 1.0, b* = -2.5)가 되는 액정의 회전각이 유지되도록 종합제어부(76)에 의해 해당하는 출력 
전압이 액정부(77)에 인가된다.

따라서 청남색에 가까운 색상을 발생시켜 피사체 촬영 당시의 환경의 광원의 조건(색온도 증감)에 의한 
색편차가 해소된다.  즉 피사체 촬영환경의 광원의 색좌표를 기준(C광원)으로 보정하여 자동적으로 각종 
색상이 원래의 색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종합 제어부(76)가 조리개(710)를 열어주고, 셔터(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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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길게 하여 줄어든 광 투과율(100% → 5%)을 보정한다.

또한,  상기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 사용자에 의해 전원이 인가되면 이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동작이 시작된다.  이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카메라는 은염 필름을 사용하는 사진 카메라이다.

동작이 시작되면, 제1실시예와 동일하게, 색온도 측정부(81)에서 측정된 색온도에 따라 연산 판정부(84)
가 색좌표를 연산한다.

제11도의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2000。K색온도가  측정될  경우  이를  흑체복사로  근사하여 색좌표
(x=0.525, y=0.415)가 연산 판정부(75)에서 계산된다.  이는 주황색에 가까운 색상으로서, 남색방향으로
의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광판(87, 88)과 액정부(86)에서 동일한 양의 색도와 투과도를 발생시키기 위해 미리 실험치에서 
연산된 색도좌표(감법 혼색이므로 간단히 좌표가 계산되지 않고, 실험에 의한 근사값이 이용된다)(L* = 
5.0, a* = 1.0, b* = -2.5)가 되는 액정의 회전각이 유지되도록 종합제어부(85)에 의해 출력 전압이 액정
부(86)에 인가된다.

따라서 청남색에 가까운 색상을 발생시켜 피사체 촬영 당시의 환경의 광원의 조건(색온도 증감)에 의한 
색편차가 해소된다.  즉 피사체 촬영환경의 광원의 색좌표를 기준(C광원)으로 보정하여 자동적으로 각종 
색상이 원래의 색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줄어든 광 투과율(100% → 5%)을 조리개(710)를 열어주
고, 셔터(711) 속도를 길게 하여 보정한다.

또한,  상기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 사용자에 의해 전원이 인가되면 이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동작이 시작된다.

동작이 시작되어, 카메라 본체(51)에 부착되어 있는 조리개 및 렌즈류 등의 각종 장치들을 작동시키면, 
상기한 제1 및 제2실시예와 동일하게, 색온도 측정기(55)에서 측정되는 주변환경의 색온도에 따라 색온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56)가 편광판과 액정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한 보정값을 연산한다.  상기에서 연산된 
보정값에 따라 고체 촬상 소자(53)의 전자 셔터가 작동되어 광량이 보정된 상이 고체촬상소자(53)에 결상
되며, 영상신호가 영상회로(54)로 입력되어 자연색이 재현된다.

또한,  상기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 사용자에 의해 전원이 인가되면 이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의 
동작이 시작된다.

동작이 시작되어, 카메라 본체(61)에 부착되어 있는 조리개 및 렌즈류 등의 각종 장치들을 작동시키면, 
제2실시예와 같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색보정기(65)에 의해 색이 보정된 상이 마이콤(66)의 제어에 의해 
자연색으로 재현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서, 피사체 환경의 광원의 색온도를 표준광원으로 보정함으로써 자연
색을 재현하고, 넓은 보정영역을 가지며, 필터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절대적인 광량을 조정함에 의해 
조리개와 셔터의 조합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다양한 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진 편광판을 
이용한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변광의 색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부와; 피사체의 상을 결상하기 위한 결상 광학계와; 상기 
결상 광학계에 의해 결상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촬상소자와; 상기 촬상소자에서 출력되는 전기 
신호를 영상 신호로 처리, 변환시키는 영상신호 처리부와;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처리
하여 색좌표를 연산하는 연산판정부와; 상기 연산 판정부에서 연산된 색좌표 보정량을 기초로 하여 출력 
전압을 결정하며, 변화된 광량을 보상하기 위한 다수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종합 제어부와;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출력 전압을 인가 받아 편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액정부와; 상기 액정부의 
앞에 위치하여 편광 방향이 혼재된 빛에서 한 방향의 편광만을 걸러내기 위한 입사 편광판과; 상기 액정
부의 후미에 위치하여 액정에 의해 회전된 파면에 의해 빛의 투과를 제한하며, 색차를 발생시키는 출사 
편광판과;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액정 및 출사 편광판에 의해 변경된 광량을 
보상하고, 적정한 노출을 이루기 위한 조리개와;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조리
개와 함께 광량을 보상하기 위한 셔터로 구성되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두장의 편광판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광의 투과도가 변할 때, 이와 함께 발생하
는 색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화상기기의 색상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
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편광판 사이에 액정을 채우고 액정에 전극을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색상보정을 실
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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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색온도 측정부는 자동적으로 색보정을 할 수 있게 피사체 환경광원의 색온도를 
측정하여 이 정보를 연산처리한 후 결정된 색보정 양만큼 액정에 전압을 인가하여 색보정을 실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청구항 5 

주변광의 색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색온도 측정부와; 피사체의 상을 결상하기 위한 결상 광학계와; 상기 
결상 광학계에 의해 결상된 빛을 화학적 잠상으로 기록하기 위한 은염 필름부와; 상기 색온도 측정부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처리하여 색좌표를 연산하는 연산판정부와; 상기 연산 판정부에서 연산된 색좌표 보정량
을 기초로 하여 출력 전압을 결정하며, 변화된 광량을 보상해 주기 위한 다수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종
합 제어부와;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력되는 출력 전압을 인가 받아 편광의 편광면을 회전시키기 위한 
액정부와; 상기 액정부의 앞에 위치하여 편광 방향이 혼재된 빛에서 한 방향의 편광만을 걸러내기 위한 
입사 편광판과; 상기 액정부의 후미에 위치하여 액정에 의해 회전된 파면에 의해 빛의 투과를 제한하며, 
색차를 발생시키는 출사 편광판과; 상기 종합 제어부에서 출려괴는 제어 신호에 따라 액정 및 출사 편광
판에 의해 변경된 광량을 보상하고, 적정한 노출을 이루기 위한 조리개 및 셔터로 구성되어 짐을 특징으
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한 두장의 편광판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광의 투과도가 변할 때, 이와 함께 발생하
는 색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화상기기의 색상을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
라.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한 편광판 사이에 액정을 채우고 액정에 전극을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색상보정을 실
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한 색온도 측정부는 자동적으로 색보정을 할 수 있게 피사체 환경광원의 색온도를 
측정하여 이 정보를 연산처리한 후 결정된 색보정 양만큼 액정에 전압을 인가하여 색보정을 실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청구항 9 

조리개와 셔터가 장착된 카메라 본체와; 색상보정을 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색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색온
도 측정기와, 상기 색온도 측정기에서 얻은 측정값을 연산하여 편광판과 액정에서 필요한 보정값을 얻기 
위한 색온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가 부착되어 있는 색 보정기와; 상기 색보정기에서 색 보정된 상이 결상
되며, 영상신호를 출력하고, 전자셔터가 부착되어 있는 고체촬상소자와; 상기 고체촬상소자로부터 영상신
호를 입력받아 영상을 재현하기 위한 영상회로로 구성되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
메라.

청구항 10 

조리개와 셔터가 장착된 카메라 본체와; 색상보정을 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색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색온
도 측정기와, 상기 색온도 측정기에서 얻은 측정값을 연산하여 판광판과 액정에서 필요한 보정값을 얻기 
위한 색온도 연산 및 보정제어기가 부착되어 있고, 광량조절을 하기 위한 조리개 및 셔터가 부착되어 있
는 색 보정기와; 상기 카메라 본체에 장착된 조리개와 셔터와, 색 보정기를 제어하기 위한 마이콤으로 구
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색보정 기능을 가지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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