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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카메라의 촬영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단말기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시 스크

린에 안내선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균형잡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카메라의 촬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에 전원이 공급되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형태에 따라 스크린에 기준 구도

안내선을 선택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선택한 기준 구도 안내선을 상기 피사체에 맞춰 방향키로 조정하여 설정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설정된 기준 구도 안내선에 피사체를 균형잡아 촬영하는 제3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 카메라의 촬영방법을 보인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 카메라의 촬영방법을 보인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 카메라 촬영방법의 기준 구도 안내선의 종류를 보인 예시도.

도 4는 도 3에 있어서, 좌표값을 보인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 카메라의 촬영방법를 통한 기준 구도 안내선의 변화를 보인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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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카메라의 촬영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단말기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시 스크

린에 안내선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균형잡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카메라의 촬영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카메라 앵글의 촛점에 맞춰 촬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카메라는 카메라의 발전으로 필름을 넣어 피사체를 촬영한후 그 피사체가 담긴 필름을 인화 및 현상하는 일반 카메라

에서 필름없이 촬영한 피사체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PC를 통해 출력하는 디지털 카메라 로 발전되었다.

상기 기술한 카메라의 발전과 더불어, 이동 단말기의 발전으로 인해 쉽게 촬영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이동 단말기에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이동 단말기 자체 내장된 카메라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스크린에 담고 싶은 피사체가 있

으면 그 피사체의 구도를 균형잡기 위해 사용자는 상기 카메라폰을 움직여 대충 구도가 균형잡혔다고 생각되면 셔터

를 눌러 스크린에 잡힌 피사체를 파일로 저장하여 그 저장된 파일을 PC를 통해 편집하거나 상기 편집하지 않은 상태

로 상대방의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다.

그러나, 종래 카메라폰이나 카메라들은 피사체의 균형잡힌 구도를 잡기 위해서 소정시간을 소비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간할애에도 불구하고 피사체의 구도를 균형잡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PC

의 그래픽 툴을 이용하여 구도가 잘못 잡힌 피사체의 상태를 수정 및 편집해서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추가적인 시

간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한 것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시 균형잡힌 구도를 위해 스크린에 안내선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균형잡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카메라의 촬영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카메 라에 전원이 공급되면 촬영하고자 하는 피

사체의 형태에 따라 스크린에 기준 구도 안내선을 선택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선택한 기준 구도 안내선을 상기 피사

체에 맞춰 방향키로 조정하여 설정하는 제2 과정과; 상기 설정된 기준 구도 안내선에 피사체를 균형잡아 촬영하는 제

3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 카메라의 촬영방법을 보인 흐름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에 전원

이 공급되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형태에 따라 스크린에 기준 구도 안내선을 선택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선택한

기준 구도 안내선을 상기 피사체에 맞춰 방향키로 조정하여 설정하는 제2 과정과; 상기 설정된 기준 구도 안내선에 

피사체를 균형잡아 촬영하는 제3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 및 작용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카메라 혹은 카메라폰에 전원이 공급되면 사용자는 카메라 혹은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

를 캡처하며, 이때, 상기 캡처한 피사체는 디지털 카메라 혹은 이동 단말기의 엘시디창에 표시된다.

도 2의 (A)와 같이 구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파사체를 촬영대상으로 하려고 할때 메뉴키를 조작하여 옵션의 기준

구도 안내선을 선택한다.

여기서, 상기 기준 구도 안내선은 도 3의 본 발명 카메라 촬영방법의 기준 구도 안내선의 종류를 보인 예시도와 같이 

도 3 (A)의 수평선 구도, (B)의 수평/수직선 구도, (C)의 대각선 구도, (D)의 삼각형 구도, (E)의 대각/수평수직선 구도

, (F)의 삼각/수평구도등의 안내선을 제공하며 또한, 상기 기술한 구도 안내선이 중복된 복합 기준 구도 안내선을 제

공한다.



공개특허 10-2004-0098743

- 3 -

이러한, 상기 화면에 기준 구도 안내선을 그리는 좌표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스크린은 도 4의 (A)에 도시된 바와 같

은 좌표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상기 수평선 구도는 도 4의 (B)와 같은 초기 좌표값([0, Y's max/2], [X's max, Y's ma

x/2])을 갖고, 상기 삼각형 구도는 도 4의 (C)와 같은 초기 좌표값([X's max/2, 0], [0, Y's max], [X's max, Y's ma

x])을 갖고 있다.

상기 기술한 기준 구도 안내선의 종류와 상기 초기 좌표값은 기준 구도 안내선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데이터와 

함께 플레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즉, 기준 구도 안내선의 선모양(점선, 실선, 굵은 점선, 굵은 실선), 기준 구도 안내선의 색상(흰색, 노란색, 빨간색, 검

정색 등)등이 그것이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 구도 안내선의 선모양 및 색상으로 기준 구도 안내선의 종류를 표

시한다.

도 2의 (A)와 같은 피사체인 경우에는 상술한 기준 구도 안내선의 메뉴와 옵션을 통해 수평선 구도와 실선 및 안내선

의 색상을 선택하면 도 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사체를 캡처한 스크린에 수평선 구도의 기준 구도 안내선이 표

시된다.

이후, 사용자는 상기 도 2의 (B)에서 방향키를 이용하여 도 2의 (C)와 같이 상기 수평선 구도의 기준 구도 안내선을 

상/하로 이동하면 ±4픽셀(pixel)씩 안내선이 변화하게 되며, 대각선 구도 및 삼각형 구도의 기준 구도 안내선 변화 

역시 도 5의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향키를 이용하여 상/하/좌/우 이동시켜 스 크린상에 안내선을 그린다.

이에 의해, 사용자는 카메라의 스크린에 자신이 선택한 기준 구도 안내선의 종류, 선 모양, 선 색상의 기준 구도 안내

선을 통해 구도의 균형을 잡아 도 2의 (D)와 같이 피사체를 촬영한다.

본 발명의 카메라의 촬영방법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사상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하

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카메라의 스크린상에 사용자가 원하는 구도의 안내선을 선택표시함으

로써, PC의 그래픽 툴을 이용하여 구도가 잘못 잡힌 피사체의 상태를 수정 및 편집해서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추

가적인 시간소비없이 피사체를 균형잡힌 구도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에 전원이 공급되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의 형태에 따라 스크린에 기준 구도 안내선을 선택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선택한 기준 구도 안내선을 상기 피사체에 맞춰 방향키로 조정하여 설정하는 제2 과정과;

상기 설정된 기준 구도 안내선에 피사체를 균형잡아 촬영하는 제3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과정은 상기 전원 공급시, 스크린과 엘시디 표시창에 기준 구도 안내선의 선택 메뉴가 표

시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메뉴는 안내선의 종류, 선모양의 종류, 선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

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메뉴는 안내선의 종류에 따라 수평, 수평수직, 대각선, 삼각형 구도등을 기 저장한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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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5.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메뉴는 안내선의 종류에 따른 시작점과 끝점의 좌표값이 기 저장되어 상기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구간에서 상기 안내선을 그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6.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메뉴는 안내선의 종류에 따라 점선, 실선, 굵은 점선, 굵은 실선등의 선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7.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메뉴는 안내선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8.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방향키가 입력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방향키가 입력되면 그 방향키의 상, 하, 좌, 우에 따라 안내선 좌표값이 소정픽셀씩 증감되어 그 안내선 좌표값이

변화되며 안내선을 그리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픽셀은 4픽셀로 설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의 촬영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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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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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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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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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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