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7

H04N 5/76

(45) 공고일자   2000년09월15일

(11) 등록번호   10-0266769

(24) 등록일자   2000년06월27일
(21) 출원번호 10-1993-0031231 (65) 공개번호 특1994-0019149
(22) 출원일자 1993년12월30일 (43) 공개일자 1994년08월19일

(30) 우선권주장 93-004250  1993년01월13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이데이 노부유끼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72) 발명자 모모치노부치카

일본국 도꾜도 시나가와구 기다시나가와 6죠메 7방 35고 소니가부시끼가이샤
내

(74) 대리인 신관호

심사관 :    강해성

(54) 화상기록장치

요약

촬상시에 각 컷을 대표하는 정지화 데이터를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카메라부(1)로 부터의 비디오신호 SV를 동화 데이터로서 동화기록부(2)에 공급한다. 동화기록부(2)에서는 
비디오신호 SV를 동화데이터로서 동화기록부(2)에 공급한다. 동화기록부(2)에서는 비디오신호 SV에 타임
코드를 부가하여 기록한다.

카메라부(1)로부터의 비디오신호 SV를 프레임 메모리(4) 및 (5)의 직렬회로에 공급한다. 각 프레임마다에 
메모리(4),(5)에서 비디오신호를 독출하여 비교연산부(6)에 공급한다. 비교연산부(6)에서는 1프레임의 시
간차를 가지는 비디오신호를 비교연산(상관판정)하는 것에서 신변화를 검출하고 그 신변화 검출 정보를 
콘트롤러(3)에 공급한다. 신 변화시에는 컨트롤러(3)의 제어에 의거해서 메모리(5)에서 1프레임분의 비디
오신호를 독출하고 정지화 데이터로서 정지화기록부(7)에 공급하여 기록한다. 이때 그 1프레임부분의 비
디오신호가 동화기록부(2)에서 기록될때에 부여되는 타임코트를 함께 기록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상기록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화상기록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비디오 카메라부               2 : 동화상 기록부

3 : 시스템 콘트롤부               4,5 : 프레임 메모리

6 : 비교연산부                    7 : 정지화 기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편집이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화상기록장치에 관한 것이다.

동화상의 편집 등의 가공의 분야에서는 타임코드에 의해 화상의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행하여 지고 
있다. 예를 들면, 편집할 때에 타임코드는 화상소재의 전환정보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타임코드로 
구분되는 각 화상소재가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는 편집자의 기억 등에 의지하고 있다.

근래, 이 분야에서 컴퓨터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아이
콘(Icon)으로서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을 축소표시하고, 편집자의 직관적인 내용 이해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에 동화상을 거둬들일 때에 컷의 대표적인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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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소표시에 머물지 않고, 그 컷의 길이나 그 사이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1992 화상전자학회 연차 대회예고 7」의 페이지 41-44참조).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컷의 대표적인 화상을 축소표시하기 위해서는 화상데이터를 계산기에 입력하고 
이 계산기로 컷의 벤자리를 검출하여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프로세스(process)가 
필요하게 되고, 이 처리에 촬상시간과 대략 동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발명에서는 촬상시에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데이터를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기록
할 수 있는 화상기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비디오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를 동화상 데이터로서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기록하는 
제 1기록수단과, 상기 비디오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를 연속하는 2프레임마다 기억하고 1프레임
마다 경신하는 제 1 및 제 2메모리수단과, 상기 비디오 카메라의 동작과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수단의 
기입  및  독출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비디오신호의 프레임간 또는  필드사이의 상관에서 신
(scene)변화를 검출하는 비교연산수단과, 이 비교연산수단에 의해서 신변화가 검출될 때는 상기 비디오신
호의 1화면분을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대응하는 상기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기록하는 제 2기록수단과를 갖
추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비디오 카메라(1)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가 동화상데이터로서 제 1기록수단(2)에서 
기록되어 있는 촬상시에 비교연산수단(6)에 의해서 신변화가 검출될 때에는 비디오 카메라(1)에서 출력되
는 비디오신호의 1화면분이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제 2기록수단(7)에 기록된다. 그 때문에, 촬상 후에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을 추출하여 기록하는 프로세스는 불필요하게 되고, 촬상 종료 후에 즉시 각 컷의 대
표적인 화상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제 2기록수단(7)에서는 대응하는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비디오신호의 1화면분이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기록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동화상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 위치를 
정지화상 데이터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 정보에 의거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제 1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면에 있어서 1은 비디오 카메라부이고, 이 비디오 카메라부(1)의 동작은 시스템 콘트롤러(3)에서 제어
된다. 비디오 카메라부(1)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SV)는 동화상 데이터로서 동화상 기록부(2)에 공급된
다. 이 동화상 기록부(2)는 예를 들면 비디오테이프 레코더나 광자기 디스크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동화
상 기록부(2)의 동작은 콘트롤러(3)에서 제어되고, 도시하지 않은 기록매체에는 비디오신호(SV)와 함께 
어드레스 정보로서의 타임코드가 기록된다.

또, 비디오 카메라부(1)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SV)는 프레임 메모리(4,5)의 직렬회로에 공급된다. 이
들 메모리(4,5)의 기입 및 독출의 동작은 콘트롤러(3)에서 제거된다. 이 경우, 메모리(4,5)에는 연속하는 
2프레임의 비디오신호가 기입되고, 각각의 기억내용은 1프레임마다 갱신된다.

또, 각 프레임마다 메모리(4,5)에서 비디오신호가 독출되어서 비교연산부(6)에 공급된다. 비교연산부(6)
에서는 메모리(4,5)에서 독출되는 1프레임의 시간차를 가지는 비디오신호가 비교연산되는 것으로, 신의 
변화가 검출된다. 즉, 비교연산에 의해서 연속하는 2프레임의 상관을 판정하고, 상관없을 때에는 신의 변
화로  간주되는  것이다.  상관판정의  방법으로서는  화면을  분할한  각  블록마다에  색도의 히스토그램

(histogram)을 작성하여 각각의 프레임의 히스토그램을 X
2
검정을 이용 비교하여서 상관을 판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정보처리학회 제 40회(평성 2년 전기) 전국대회 예고집」 P.642-P.643).

비교연산부(6)에서 출력되는 신변화 검출정보는 콘트롤러(3)에 공급된다. 신변화 검출정보가 신변화를 표
현하고 있을 때에는 콘트롤러(3)의 제어에 의거하여 메모리(5)에서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컷의 최후의 
비디오신호)가 독출되어서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정지화상 기록부(7)에 공급되어서 기록된다.

이 정지화상 기록부(7)는, 예를 들면 IC카드의 기록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정지화상 기록부(7)에서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가 기록될 때에는 그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가 동화상 
기록부(2)에서 기록될 때에 부여되는 타임코드로 모두 기록된다.

또한, 정지화상 기록부(7)에서는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의 모든 데이터를 기입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
면 표시시에 정지화상의 화상사이즈를 동화상의 화상사이즈보다 작게 할 때 등에는 블록마다에 평균을 취
하는 등 데이터수를 저감하여 기입할 수도 있다. 이것에 의해 IC카드의 메모리 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메모리(4,5) 자체의 용량도 적게 구성할 수 있다. 

본 예에 있어서는 비디오신호(SV)에 신변화가 있을 때마다 비교연산부(6)에서 신변화가 검출되고, 메모리
(5)에서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가 독출되어서 정지화상 기록부(7)에서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기록된다. 
그 때문에, 본예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촬상 후에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을 추출하여 기록하는 프로세
스는 불필요하게 되고, 촬상 종료 후에 즉시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정지화상 기록부(7)에서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가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기록될 때에 그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가 동화상 기록부(2)에서 기록될 때에 부여되는 타임코드도 합쳐서 기록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동화상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 위치를 정지화상 데이터와 함께 기
록되어 있는 타임코드에 의거하여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술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정지화상 데이터로서의 1프레임분의 비디오신호는 메모리(5)에서 독출되
는 것이기 때문에, 각 컷의 최후의 비디오신호가 되는 바, 각 컷의 최초의 비디오신호 혹은 각 컷의 최초
와 최후의 비디오신호, 더욱이는 각 컷의 중간의 비디오신호 등이라도 좋다. 정지화상 데이터로서의 1프
레임의 비디오신호가 메모리(4)에서 독출되는 것일 때에는 각 컷의 최초의 비디오신호를 정지화상 데이터
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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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술의 실시예에 있어서, 비교연산부(6)에서는 1프레임의 시간차를 가지는 비디오신호를 비교연산하
여 상관의 판정을 하고 있는 바, 프레임 메모리(4,5) 대신에 필드메모리를 배치하여 비교연산부(6)에서 1
필드의 시간차를 갖는 비디오신호를 비교연산(상관판정)하여 신변화를 검출하도록 하여도 좋다. 그 경우
에는 정지화상 기록부(7)에서 기록되는 정지화상 데이터는 1필드분의 비디오신호가 된다.

또, 상술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정지화상 기록부(7)에서 정지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매체가 동화상 
기록부(2)에서 동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매체와는 별개인 것을 나타내었지만, 정지화상 데이터와 동
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매체의 특정위치에 기록하도록 하여도 좋다. 그 경우, 예를 들면 동화상 기
록부(2) 및 정지화상 기록부(7)를 디스크 기록장치로 구성하고, 복수의 헤드를 가지고 동화상 데이터와 
정지화상 데이터와를 병렬적으로 기록한다.

혹은 정지화상 기록부(7)를 일시기억부로 하고, 동화상 데이터의 기록 후에 정지화상 기록부(7)에서 복수
개의 정지화상 데이터를 독출하여 동화상 데이터의 기록매체의 특정위치에 일괄하여 기록한다.

이와 같이, 동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매체의 특정위치에 정지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촬상 
후에 이 기록매체의 특정위치를 액세스하는 것만으로,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을 표시할 수 있고, 시각적
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아이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타임코드에서 각 컷의 기
록위치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 상술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비디오 카메라부(1)와 동화상 기록부(2) 및 정지화상 기록부(7)가 일체적
으로 구성된 카메라 일체형의 예를 나타내었으나, 비디오 카메라부(1)와 기록부(2,7)가 별체의 구성으로 
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비디오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가 동화상 데이터로서 제 1기록수단에서 기록되
어 있는 촬상시에, 비교연산수단에 의해서 신변화가 검출될 때에는 비디오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
호의 1화면분이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제 2기록수단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촬상 후에 각 컷의 대표적인 화
상을 추출하는 프로세스는 불필요하게 되고, 촬상 종료 후에 즉시 각 컷의 대표적인 화상을 표시할 수 있
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 제 2기록수단에서는 대응하는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비디오신호의 1화면분이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기
록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지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동화상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매체위치를 정지
화상  데이터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  정보에  의거해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를 동화상 데이터로서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기록하는 제 1기록수
단과, 상기 비디오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신호를 연속하는 2프레임마다 기억하고, 1프레임마다 경신
하도록 하는 제 1 및 제 2메모리수단과, 상기 비디오 카메라의 동작과 제 1 및 제 2메모리수단의 기입 및 
독출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비디오신호의 프레임사이 또는 필드사이의 상관에서 신(scene) 변
화를 검출하는 비교연산수단과, 상기 비교연산수단에 의해서 상기 신변화가 검출될 때는 상기 비디오신호
의 1화면분을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대응하는 상기 어드레스 정보와 함께 기록하는 제 2기록수단과를 갖추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기록수단은 상기 정지화상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1화면분의 비디오신호를 상기 
제 1메모리수단 또는 제 2메모리수단으로부터의 비디오신호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비디오신호의 블록마다 평균을 취하여 상기 제 2기록수단에서 기
록되는 정지화상 데이터의 데이터수를 적게 하여 정지화상의 화상사이즈를 동화상의 화상사이즈보다 작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매체의 특정위치에 상기 정지화상 데이터를 기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화상 데이터와 상기 정지화상 데이터와를 별개의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동화상 데이터 및 상기 정지화상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록매체를 동일케이스체내에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카메라와 상기 제 1 및 제 2기록수단과를 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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