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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그레이 월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디지털 처리방식으로 간소하게 구현한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입력되는 이미지의 수직 동기신호(Vsync)와 수평 동기신호(Hsync)를 입력받아 타이밍 제어신호를 생성시

키는 타이밍 제어부(510);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타에 각 채널별로 제공받은 RGB 이득을 곱하는 RGB 곱셈부

(520);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구하는 제1 YCbCr 평균부(530); 상기 RGB 곱셈부(520)에서 출력되는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2 YCbCr 평균(Y2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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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2avg, Cr2avg)을 구하는 제2 YCbCr 평균부(540); 및 상기 타이밍 제어부(510)의 타이밍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사전에 설정된 YCbCr 목표 평균(TY,TCb,TCr)을 각각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

에 따라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이득(Rg,Gg,Bg)을 구하여 상기 RGB 곱셈

부(520)로 제공하는 RGB 이득 제어부(550)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카메라폰, 디지털 화이트 밸런스, 그레이 월드 알고리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Cb-Cr 2차원 색 좌표계 그래프이다.

  도 2는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를 행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의 구성도이다.

  도 3은 종래의 디지탈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를 행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이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미지 신호 처리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화이트 밸런스 장치의 전체 동작과정을 보이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화이트 밸런스 장치의 상세한 동작과정을 보이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8a,8b 및 8c는 측정 YCbCr 평균-RGB 이득, RGB 이득-측정 YCbCr 평균 및 화이트 밸런스 탐색 그래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 스케쥴링 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510 : 타이밍 제어부 520 : RGB 곱셈부

  530 : 제1 YCbCr 평균부 532 : 제1 RGB-to-YCbCr 변환기

  534 : 제1 YCbCr 평균기 540 : 제2 YCbCr 평균부

  542 : 제2 RGB-to-YCbCr 변환기 544 : 제2 YCbCr 평균기

  550 : RGB 이득 제어부 SY,SCb,SCr : 스텝 Y/Cb/Cr

  2N-1 : A/D 변환 해상도 Rg,Gg,Bg : 채널별 이득

  CoarseStep : 코스 스텝 FineStep : 파인 스텝

  TY,TCb,TCr : YCbCr 목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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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1avg, Cb1avg, Cr1avg : 제1 YCbCr 평균

  Y2avg, Cb2avg, Cr2avg : 제2 YCbCr 평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카메라 폰과 같은 휴대용 화상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화이트 밸런스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레이

월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디지털 처리방식으로 간소하게 구현함으로써, 별도의 메모리나 고성능 프로세서의 도움 없이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이미지 센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동 화이

트 밸런스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백색 밸런스(white balance)는 백색을 기준으로 촬영할 때 TV 카메라의 컬러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빛에는 색온도라 부르는 특유의 색이 있는데, 단위는 K(켈빈)로 표시한다. 통상, 인간은 풍경 등의 경치가 어떤 색온도의

빛에 비추어져도 자동적으로 색에 대한 감수성을 조절하므로 색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TV 카메라

나 필름 카메라는 색온도가 그대로 색채에 반영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맑은 날 태양광은 색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면 전체가 청색으로 보이는 반면, 일출/일몰 시간대는 색온도가 낮

기 때문에 붉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무 처리 없이 그대로 촬영하면 광원의 색온도에 의해서 화면 전체가 청색으로 되

었다가 붉은색으로 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에 앞서 광원을 흰 종이 등에 반사시켜 그

것을 투영해 보고 아름다운 백색으로 재현되는 RGB (적/녹/청) 컬러 밸런스를 조정한다. 가정용 카메라 일체형 비디오 테

이프 녹화기(VTR)는 대부분의 기종에 자동 백색 밸런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은 카메라에서 자동

적으로 수행된다.

  최근, 카메라 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수준의 고화질 이미지(Image)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카

메라 폰에 적합한 이미지 처리 IC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편,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는 고화질 영상을

재현하기 위한 영상 처리 기법중의 하나이며, 각각의 다른 색 온도를 갖는 조명 조건에서 촬영했을 때, CMOS 또는 CCD

이미지 센서의 경우, 화이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촬영한 이미지의 적색(R), 녹색(G), 청색(B) 성분이 한쪽으로 편향

되어 영상의 색조가 왜곡되는 현상을 보정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화이트 밸런스 장치는 고화질을 요

구하는 카메라 폰에서는 필수적이다.

  도 1은 일반적인 Cb-Cr 2차원 색 좌표계 그래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통상,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구현하기 용이한 방

법은 그레이 월드(Grey World) 알고리즘으로, 이 알고리즘은 한 이미지에 대한 전체 픽셀(Pixel)의 색차 성분 평균이 그레

이(Grey)라는 가정을 통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위한 픽셀 이득, 즉, 화이트 밸런스 계수를 구하게 된다. 도 1에 도시된

RGB 색 좌표계에서 그레이는 "R = G = B"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픽셀 깊이(Depth)가 8비트라고 하면, 'ITU-R BT.601'에서 권고하는 하기 수학식1에 보인 'RGB-

to-YCbCr 색 좌표계 변환식'에서 색차 성분인 'Cb 및 Cr'은 각각 128이 되고, 이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색차 성분 평균이 화이트 밸런스 포인트(Cb = Cr = 128)에서 떨어진 거리 d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 픽셀의

이득을 조절하여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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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이와 같이,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위한 픽셀 이득을 조절하는 종래의 방법으로는 크게 아날로그 이득 조절 방식과 디지

털 이미지 처리 방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를 행하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기의 구성도이다.

  도 2에 보인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를 행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는 렌즈(21)를 통한 피사체의 영상을

찰상하여 신호처리하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기(22)와, 상기 아날로그 신호 처리기(22)로부터의 RGB 아날로그 신호를

YCbCr 신호로 변환하는 RGB-to-YCbCr 컨버터(23)와, 상기 RGB-to-YCbCr 컨버터(23)로부터의 YCbCr 신호중 색차신

호의 평균을 구하는 Cb & Cr 평균기(24) 및 상기 Cb & Cr 평균기(24)로부터의 신호에 기초해서 RGB 이득을 구하여 상기

아날로그 신호 처리기(22)로 출력하는 RGB 이득 제어기(25)를 포함한다.

  상기 아날로그 신호 처리기(22)는 상기 렌즈를 통해 입사되는 피사체의 영상을 촬상하는 포토셀(A)과, 상기 RGB 이득

제어기(25)로부터의 이득으로 상기 포토셀(A)로부터의 영상신호의 이득을 조절하는 RGB 아날로그 이득 증폭부(B)와, 상

기 RGB 아날로그 이득 증폭부(B)로부터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A/D 컨버터(C)를 포함한다.

  이러한 종래의 이미지 신호 처리기에서의 아날로그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 과정을 살펴보면, 색차 성분의 평균을 계산하

여 화이트 밸런스가 이루어 질 때까지, 상기 센서 내부의 RGB 각 채널별 증폭부 이득을 조절하는 피드백(Feedback) 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는 아날로그 이득을 조절하므로, 비교적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는 장점은 있지만, 아날로그 이득을 조절하는 포트가 존재하지 않는 센서이거나 센서 자체에 이득 조절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은 적용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아날로그 증폭기의 이득 특성을 정확히 알 지

못하면 구현하기 힘든 문제점도 있다.

  도 3은 종래의 디지탈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를 행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이다.

  도 3에 보인 종래의 이미지 신호 처리기는 디지털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를 행하는데, 여기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구현

하는 다른 방식으로, 화이트 밸런스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화하여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icro-controller)를 이용하여 구현한 방법이다.

  이러한 종래의 디지탈 방식의 화이트 밸런스를 행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는 렌즈(31)를 통해 입사되는 피사체의 영상

을 촬영하는 이미지 센서(32)와, 상기 이미지 센서(32)로부터의 영상신호에 대한 이득을 조절하는 고성능 디지털 신호 처

리기(33)(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상기 고성능 디지털 신호 처리기(33)에서의 실시간 이미지 처리를 위해 임시 이미지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34)를 포함한다.

  한편, 카메라의 뷰파인더(viewfinder) 기능을 위해서, 예를 들어 대략 30만 화소 이미지의 경우에는 초당 30 프레임(30

frame/s)이상의 프레임 레이트가 요구되고, 또는 대략 100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초당 최소 15프레임(15

frame/s)이상의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고성능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또는 마이컴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는 추가의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종래의 디지털 처리 방식은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또는 마이컴을 사용함으로써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카메라 폰 등의 휴대용 화상 시스템 등과 같이, 저전

력화, 소형화를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고가의 범용 프로세서를 사용하므

로 시스템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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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은 그레이 월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디지털 처리방식

으로 간소하게 구현함으로써, 별도의 메모리나 고성능 프로세서의 도움 없이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이미지 센서와 독

립적으로 동작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는

  입력되는 이미지의 수직 동기신호와 수평 동기신호를 입력받아 타이밍 제어신호를 생성시키는 타이밍 제어부;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타에 각 채널별로 제공받은 RGB 이득을 곱하는 RGB 곱셈부;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을 구하는 제1 YCbCr 평균부;

  상기 RGB 곱셈부에서 출력되는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

터에 대한 제2 YCbCr 평균을 구하는 제2 YCbCr 평균부; 및

  상기 타이밍 제어부의 타이밍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제2 YCbCr 평균과 사전에 설정된 YCbCr 목표 평균을 각각 비교하

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제1 YCbCr 평균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이득을 구하여 상기 RGB 곱셈부로 제공하는 RGB 이

득 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참조된 도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과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부호를 사용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미지 신호 처리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는 카메라 폰과 같은 휴대용 화상 시스템에 적용되며, 이는 렌

즈(41)를 통한 피사체의 영상을 촬영하는 이미지 센서부(42)와, 상기 이미지 센서부(42)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

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43)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본 발명의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는 이미지 신호 처리

기(43)에 포함되어 이미지에 대한 화이트 밸런스를 수행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는 입력되는 이미지의 수직 동기신호(Vsync)와 수평

동기신호(Hsync)를 입력받아 타이밍 제어신호를 생성시키는 타이밍 제어부(510)와,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

(R 입력, G입력, B입력)에 각 채널별로 제공받은 RGB 이득을 곱하는 RGB 이미지 데이터(R출력,G출력,B출력)를 출력하

는 RGB 곱셈부(520)와,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

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구하는 제1 YCbCr 평균부(530)와, 상기 RGB 곱셈부(520)에서

출력되는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2 YCbCr 평

균(Y2avg, Cb2avg, Cr2avg)을 구하는 제2 YCbCr 평균부(540)와, 그리고, 상기 타이밍 제어부(510)의 타이밍 제어신호

에 따라,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사전에 설정된 YCbCr 목표 평균(TY,TCb,TCr)을 각각 비교

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이득(Rg,Gg,Bg)을 구하

여 상기 RGB 곱셈부(520)로 제공하는 RGB 이득 제어부(550)를 포함한다.

  상기 제1 YCbCr 평균부(530)는 상기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1 RGB-to-

YCbCr 변환기(532)와, 상기 제1 RGB-to-YCbCr 변환기(532)로부터의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

(Y1avg, Cb1avg, Cr1avg)을 구하는 제1 YCbCr 평균기(534)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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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제2 입력 YCbCr 평균부(540)는 상기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2

RGB-to-YCbCr 변환기(542)와, 상기 RGB-to-YCbCr 변환기(542)로부터의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을 구하는 제2 YCbCr 평균기(544)를 포함한다.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사전에 코스/파인/락(Coarse/Fine/Lock) 영역을 설정해 두고, 상기 제2 YCbCr 평균

(Y2avg, Cb2avg, Cr2avg)이 상기 코스 또는 파인 영역인 경우에는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재계산하여 상기

RGB 곱셈기(520)로 제공하고, 반면에 락 영역인 경우에는 이전의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상기 RGB 곱셈기(520)

로 제공하도록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코스 영역인 경우에는 상기 스

텝 Y/Cb/Cr(SY,SCb,SCr)을 사전에 설정된 코스 스텝(CoarseStep)을 이용하여 변경하는데, 즉, 상기 제2 YCbCr 평균

(Y2avg, Cb2avg, Cr2avg)과 목표 평균(TY,TCb,TCr)을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스텝 Y/Cb/Cr(SY,SCb,SCr)

을 상기 코스 스텝(CoarseStep)으로 덧셈 또는 뺄셈하여 변경하고, 상기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

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파인 영역인 경우에는 상기 스텝 Y/Cb/

Cr(SY,SCb,SCr)을 사전에 설정된 파인 스텝(FineStep)을 이용하여 변경하는데,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목표 평균(TY,TCb,TCr)을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상기 파인 스텝

(FineStep)으로 덧셈 또는 뺄셈하여 변경하고, 상기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어진다.

  한편, A/D변환 해상도(화소 깊이=N)를 고려하면,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사전에 설정된 A/D 변환 해상도(2N-

1), 상기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

(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RGB 이득 인에이블/디스에이블에 따라 동작이 선택되는

데, RGB 이득 인에이블인 경우에는 RGB 이득(Rg,Gg,Bg)을 재계산하여 제공하고, RGB 이득 디스에이블인 경우에는 사전

에 설정된 기본 RGB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이하,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카메라 폰과 같은 휴대용 화상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화이트 밸런스 장치에서, 그레이 월드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디지털 처리방식으로 간소하게 구현함으로써, 별도의 메모리나 고성능 프로세서의 도움 없이도 실시간 처리

가 가능하고, 이미지 센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 4 및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가 적용되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43)(Image Signal

Processor)는 이미지 센서부(42)로부터 원시 이미지를 받아서 라인 버퍼(A)에 임시 저장한 후, 제1,제2 이미지 처리기

(B,D)를 통해 이미지가 개선되고, 화이트 밸런스 장치(C)에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수행되며, 이후, 출력 포매터

(E)(Output Formatter)에서 결과 이미지를 출력하게 된다. 이때, 출력 이미지는 YCbCr이 통상적인 형태이다.

  한 편, 상기 제1,제2 이미지 처리기(B,D)는 이미지 처리 및 개선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인터폴레이션(Interpolation), 칼

라 공간 변환(Color Space Conversion),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 노이즈 제거(Noise Reduction), 휴/포화(Hue/

Saturation), 밝기/콘트라스트(Brightness/Contrast), 히스토그램 균등화(Histogram Equalization)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그리고, 비디오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레이 월드 화이트 밸런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 화이트 밸런스

를 수행하기 위해. 도 6 및 도 7에 보인 바와 같은 화이트 밸런스를 위한 RGB 이득의 최적값 또는 목표값을 찾는 일련의 과

정이 수행된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본 발명의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의 타이밍 제어부(510)는 입력되는 이미지의 수직 동

기신호(Vsync)와 수평 동기신호(Hsync)를 입력받아 타이밍 제어신호를 생성시켜 각 부의 동작 타이밍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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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RGB 곱셈부(520)는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타에 각 채널별로 제공받은 RGB 이득을 곱하여 RGB 이

미지 데이터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RGB 이득은 하기에 설명되는 RGB 이득 제어부(550)로부터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 YCbCr 평균부(530)는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구하는데, 이애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제1 YCbCr 평균부(530)의 제1 RGB-to-YCbCr 변환기(532)는 상기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

이터로 변환하여 제1 YCbCr 평균기(534)로 출력하면, 상기 제1 YCbCr 평균기(534)는 상기 제1 RGB-to-YCbCr 변환기

(532)로부터의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구하여 상기 RGB 이득 제어

부(550)로 제공한다.

  전술한 상기 제1 YCbCr 평균부(530)의 동작과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제2 YCbCr 평균부(540)는 상기 RGB 곱셈부

(520)에서 출력되는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을 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제2 YCbCr 평균부(540)의

제2 RGB-to-YCbCr 변환기(542)는 상기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2 YCbCr 평균

기(544)로 출력하면, 상기 제2 YCbCr 평균기(544)는 상기 RGB-to-YCbCr 변환기(532)로부터의 YCbCr 이미지 데이터

에 대한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을 구하여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로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1 YCbCr 평균부(530) 및 제2 YCbCr 평균부(54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

를 읽어들여 계속 누적하면서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읽어온 경우에(S61-S64), 이 읽어들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각각 구한다(S65).

  이후,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상기 타이밍 제어부(510)의 타이밍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제2 YCbCr 평균

(Y2avg, Cb2avg, Cr2avg)과 사전에 설정된 YCbCr 목표 평균(TY,TCb,TCr)을 각각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이득(Rg,Gg,Bg)을 구하여 상기 RGB 곱셈부(520)로 제

공하면, 상기 RGB 곱셈부(520)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타에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로

부터의 각 채널별 RGB 이득을 곱하여 RGB 이미지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하,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에 대한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에는 사전에 스텝 Y/Cb/Cr(SY,SCb,SCr), A/D 변환 해상

도(2N-1)의 N, RGB 이득(Rg,Gg,Bg)을 설정하고(S71), 그 다음, 코스 스텝(CoarseStep), 파인 스텝(FineStep), 코스/파

인/락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각 영역의 경계를 정의하는 a,b,c 및 d, 그리고, 각 채널별 목표 평균(TY,TCb,TCr)을 설정해

둔다(S72). 여기서, 코스/파인/락 경계(Coarse/Fine/Lock Boundary)는 YCbCr 평균을 각 영역으로 나누면 a,b,c,d 값에

해당된다.

  그 다음,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에, 상기 제1 YCbCr 평균부(530) 및 제2 YCbCr 평균부(540)에

서 구해진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입력된다(S73).

  그 다음,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코스에 포함되는지, 파인 영

역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락 영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S74). 이때, 상기 판단한 결과로,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코스 또는 파인 영역인 경우에는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재계산하여 갱신하

고(S75-79), 상기 RGB 곱셈기(520)로 제공하고, 반면에 락 영역인 경우에는 이전의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상기

RGB 곱셈기(520)로 제공하도록 이루어진다.

  이하,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에서 스텝 Y/Cb/Cr(SY,SCb,SCr)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코스 영역인 경우

에는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사전에 설정된 코스 스텝(CoarseStep)을 이용하여 변경하는데, 즉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목표 평균(TY,TCb,TCr)을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스텝 Y/Cb/

Cr(SY,SCb,SCr)을 상기 코스 스텝(CoarseStep)으로 덧셈 또는 뺄셈하여 변경한다(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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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파인 영역인

경우에는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사전에 설정된 파인 스텝(FineStep)을 이용하여 변경하는데, 즉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목표 평균(TY,TCb,TCr)을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

라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상기 파인 스텝(FineStep)으로 덧셈 또는 뺄셈하여 변경한다(S77).

  여기서, 상기 코스 스텝(Coarse Step)은 코스 영역에서 화이트 밸런스 목표치를 찾아가는 스텝(Step)의 크기이고, 상기

파인 스텝(Fine Step)은 파인 영역에서 화이트 밸런스 목표치를 찾아가는 스텝의 크기이다. 그리고, 목표 평균

(TY,TCb,TCr)은 각 Y, Cb, Cr 각 채널에 해당되는 화이트 밸런스 목표치이다.

  이와 같이 스텝 Y/Cb/Cr(SY,SCb,SCr)이 결정된 다음에는,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사전에 설정된 A/D 변환 해상도

(2N-1), 상기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

(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계산된다(S78).

  

수학식 2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상기 수학식 2와 같이 계산된 RGB 이득으로 이전의 RGB 이득을 갱신하여, 상기 RGB 곱

셈부(520)로 출력한다.

  다른 한편, 본 발명의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RGB 이득 인에이블/디스에이블에 따라 동작이 선택되는데, RGB

이득 인에이블인 경우에는 RGB 이득(Rg,Gg,Bg)을 재계산하여 제공하고, RGB 이득 디스에이블인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

된 기본 RGB 이득을 제공한다.

  도 8a,8b 및 8c는 측정 YCbCr 평균-RGB 이득, RGB 이득-측정 YCbCr 평균 및 화이트 밸런스 탐색 그래프이다. 여기

서, 본 발명에서 제안한 0 에서 2N-1(N: 화소 깊이(Pixel Depth))까지의 코드 레벨을 갖는 입력 이미지에 대한 화이트 밸

런스 계수 탐색 알고리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곡선A와 곡선 B를 보여 준다.

  여기서, YCbCr 평균 측정치가 목표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코스, 파인, 락(Coarse, Fine, Lock)으로 구분하

여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각 영역의 폭은 최적 화이트 밸런스를 찾아가는 탐색 속도와 화이트 밸런스된

출력 이미지의 화질에 영향을 미친다.

  도 8a 내지 도 8c에서 보인 다섯 가지 영역, 즉 상기 코스 영역은 목표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써 코스 영역에서는

목표치를 찾아가는 스텝을 보다 크게 하고, 반면 파인 영역은 목표치에 근접한 지점으로써 파인 영역에서는 목표치를 찾아

가는 스텝을 보다 작게 하게 된다. 그리고 락 영역은 화이트 밸런스의 목표치에 매우 근접한 부분으로써 화이트 밸런스 탐

색 알고리즘을 멈추고 입력 이미지에 적용할 RGB 이득을 유지하게 된다. 이 때, 스텝의 크기는 RGB 이득을 계산될 때 사

용되는 조절 가능한 설정치이며, 또한, 도 8a 내지 도 8c의 각 영역을 구분하는 a, b, c, d, 목표 평균(TY,TCb,TCr) 값 역

시 조절 가능한 설정치이다. 통상적으로 이미지의 입력이 시작된 후 3~4 프레임 이내에 원하는 화이트 밸런스 수준에 도

달하게 된다.

  도 8a는 측정 YCbCr 평균-RGB 이득에 대한 그래프이고, 도 8b는 RGB 이득-측정 YCbCr 평균 그래프이며, 도 8c는 화

이트 밸런스 탐색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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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a에 보인 그래프를 참조하면, 곡선 A는 YCbCr 픽셀 평균과 RGB 이득간의 함수관계 이득=f(평균)를 나타내고, 즉,

함수 f는 비디오 이미지가 프레임 단위로 입력되고 현재 프레임의 YCbCr 픽셀 평균(M1-M3)이 구해졌을 때, 다음 프레임

에 적용할 RGB 이득(G1-G3)을 의미한다.

  도 8b를 참조하면, 곡선 B는 RGB 이득과 YCbCr 픽셀 평균간의 함수관계 평균=g(이득)를 나타낸다. 그리고, 함수 g는

현재 프레임의 각 픽셀에 RGB 이득(G1-G3)을 적용했을 때 예측되는 다음 프레임의 YCbCr 평균(M2-M4)을 나타낸다.

  도 8a 내지 도 8c를 참조하면, YCbCr 평균이 m1인 이미지가 입력된다고 가정하고 화이트 밸런스 탐색 알고리즘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곡선 A에서 평균 M1에 대응하는 RGB 이득은 G1=y(M1)가 되고, RGB 이득 G1을 입력 이미

지에 적용하면 곡선 B에서 YCbCr 평균 M2=(G1)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지의 화이트 밸런스 수준은 비교

적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이긴 하지만 원하는 수준은 아니므로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이득을 찾게 된다.

  또한, 곡선 A에서 새로운 RGB 이득 G2=f(M2)를 적용하면, 곡선 B에서 YCbCr 화소 평균 M3=g(G2)를 얻게 되고, 계속

해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RGB 이득 G3=f(M3)를 적용하면, 이미지는 YCbCr 화소 평균 M4=g(G3)로 변화되고,

이미지의 YCbCr 화소 평균은 점점 목표치에 근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화이트 밸런스 수준은 'A-B-C-D-E-F' 등으로 점차 향상되어 원하는 수준까

지 도달하게 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타임 스케쥴링 챠트이다.

  도 9를 참조하면, RGB 이득 제어기 동작의 기능별 타임 스케줄링(Time Scheduling)을 보여 주는데, 현재 이미지에 대

하여 계산된 RGB 이득은 다음 이미지에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RGB 이득의 계산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수직

블랭크(Vertical Blank)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별도의 메모리나 고성능 프로세서의 도움 없이도 저가의 구현이 가능하고, 하드웨

어 구조가 간단해서 비교적 적은 면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디지털 영상 처리 방식이므로 이미지 센서의

아날로그 이득 조절과 같은 센서에 대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센서와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이미지 데

이터에 대하여 on-the-fly로 포인트 처리(Point Processing)를 수행하므로 입력 이미지에 대하여 고속 처리가 가능해서

뷰 파인더 기능과 같은 이미지 프리뷰(Preview)시에 메모리 없이 실시간 화이트 밸런스 동작이 가능하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본 발명에 대한 상술한 구체적인 실시 예로부터 그 구성의 다양한 변경 및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쉽게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이미지의 수직 동기신호(Vsync)와 수평 동기신호(Hsync)를 입력받아 타이밍 제어신호를 생성시키는 타이밍

제어부(510);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타에 각 채널별로 제공받은 RGB 이득을 곱하는 RGB 곱셈부(520);

  입력되는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구하는 제1 YCbCr 평균부(530);

  상기 RGB 곱셈부(520)에서 출력되는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을 구하는 제2 YCbCr 평균부(54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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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타이밍 제어부(510)의 타이밍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사전에 설정된

YCbCr 목표 평균(TY,TCb,TCr)을 각각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이득(Rg,Gg,Bg)을 구하여 상기 RGB 곱셈부(520)로 제공하는 RGB 이득 제어부(550)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YCbCr 평균부(530)는

  상기 입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1 RGB-to-YCbCr 변환기(532); 및

  상기 제1 RGB-to-YCbCr 변환기(532)로부터의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을 구하는 제1 YCbCr 평균기(53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입력 YCbCr 평균부(540)는

  상기 출력 RGB 이미지 데이터를 YCbCr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2 RGB-to-YCbCr 변환기(542); 및

  상기 RGB-to-YCbCr 변환기(532)로부터의 YCbCr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

을 구하는 제2 YCbCr 평균기(544)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550)는

  RGB 이득 인에이블/디스에이블에 따라 동작이 선택되는데, RGB 이득 인에이블인 경우에는 RGB 이득(Rg,Gg,Bg)을 재

계산하여 제공하고, RGB 이득 디스에이블인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된 기본 RGB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사전에 코스/파인/락 영역을 설정해 두고,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코스 또는 파인 영역인 경

우에는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재계산하여 상기 RGB 곱셈기(520)로 제공하고, 반면에 락 영역인 경우에는 이

전의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상기 RGB 곱셈기(520)로 제공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동 화

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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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코스 영역인 경우에는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사전에

설정된 코스 스텝(CoarseStep)을 이용하여 변경하고, 이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

(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목표 평균(TY,TCb,TCr)을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상기 코스 스텝(CoarseStep)으로 덧셈 또는 뺄셈하여 변경하고, 이 변경된 스텝 Y/Cb/

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사전에 설정된 A/D 변환 해상도(2N-1), 상기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이 파인 영역인 경우에는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사전에

설정된 파인 스텝(FineStep)을 이용하여 변경하고, 이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상기 제2 YCbCr 평균(Y2avg, Cb2avg, Cr2avg)과 목표 평균(TY,TCb,TCr)을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스텝

Y/Cb/Cr(SY,SCb,SCr)을 상기 파인 스텝(FineStep)으로 덧셈 또는 뺄셈하여 변경하고, 이 변경된 스텝 Y/Cb/

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RGB 이득 제어부는

등록특허 10-0513342

- 11 -



  사전에 설정된 A/D 변환 해상도(2N-1), 상기 변경된 스텝 Y/Cb/Cr(SY,SCb,SCr), 상기 제1 YCbCr 평균(Y1avg,

Cb1avg, Cr1avg) 및 목표 평균(TY,TCb,TCr)을 이용하여 각 채널별 RGB 이득(Rg,Gg,Bg)을 계산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디지털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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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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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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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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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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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8c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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