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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 처리 방법, 장치 및 영상 정보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

(57) 요약

본 발명은 자동으로 영상 및 디스플레이를 회전하는 영상 처리 방법, 이를 위한 장치 및 영상 정보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

에 관한 것으로, 촬영시 영상의 회전 정보를 같이 획득하여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할 때 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영상 및 디

스플레이를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동영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 감상시 사용자의 별다른 작업 없이 항상 수평으로

최적화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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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촬영 장치로 상기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촬영 장치의 회전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저장 단계는, 상기 회전 정보를 상기 영상 데이터의 헤더에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 획득 단계는, 중력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촬영 장치의 회전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

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 생성 단계는, 상기 피사체를 촬영하여 동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회전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동영상의 회전 정보를 간헐적으로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생성시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동영상의 회전 정보는 주기적으로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7.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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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 정보에 포함된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읽는 단계;

상기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가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회전 각도만큼 상기 디스플레이를 회전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생성한 촬영 장치의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포함하고;

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는, 상기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상기 회전 각도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는, 상기 회전값의 절대치가 지정된 값 이하인 경우는 상기 회전 각도를 0°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이고, 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회전 단계는 간헐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회전 단계는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 처리 방법.

청구항 12.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보에 포함된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읽는 단계;

상기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크기 정보 및 상기 회전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의 방향 및 상기 영상 데이터가 표시

되어야 하는 타겟 방향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영상 데이터의 방향이 상기 타겟 방향과 상이한 경우,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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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 데이터가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의 방향이 상기 타겟 방향과 상이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를 상기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는 단계; 및

상기 회전된 영상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의 촬영시 촬영 장치의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 회전 단계는, 상기 회전값이 지정된 값 이상이면, 상기 영상 데이터의 방향과 상기 타겟 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타겟 방향의 영상 데이터로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값은 4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6.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촬영 장치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촬영 장치의 회전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가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회전 각도만큼 상기 디스플레이를 회전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 획득 단계는, 중력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촬영 장치의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구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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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는, 상기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상기 회전 각도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헤더

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생성시 획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방법.

청구항 20.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영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촬영부;

상기 촬영부의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회전 정보를 생성하는 회전 감지부; 및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포함한 영상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

상 처리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감지부는, 중력 센서를 포함하여 상기 촬영부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

리 장치.

청구항 22.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부는, 상기 피사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상기 회전 감지부는, 촬영중 상기 촬영 장치의 회전 정보를 간헐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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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전 감지부는 상기 회전 정보를 주기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24.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구동하는 회전 구동부; 및

메모리로부터 영상 데이터와 회전 정보가 포함된 영상 정보를 읽고, 상기 디스플레이에 상기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

기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지시하

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의 활영시 촬영 장치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회전값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상기 회전 각도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26.

제24항 또는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이고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동영상의 간헐적인 회전 정보이며, 상기 제어부는 간헐적으

로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27.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촬영부;

상기 촬영부의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회전 정보를 생성하는 회전 감지부;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구동하는 회전 구동부;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포함한 영상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영상 정보를 읽고,

상기 디스플레이에 상기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지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감지부는, 중력 센서를 포함하여 상기 촬영부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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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상기 회전 각도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29.

제27항 또는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부는, 상기 피사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상기 회전 감지부는, 상기 동영상의 회전 정보를 간헐적으로 획득하고;

상기 제어부는, 간헐적으로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지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청구항 30.

영상 정보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보는, 영상 데이터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파일;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의 촬영시 촬영 장치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회전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32.

제30항 또는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하나 이상의 파일의 헤더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이고,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간헐적인 회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정보저장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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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 정보의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영상 정보의 생성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상 처리 방법

과 이를 위한 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캠코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화면에 디스플

레이해보면 영상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피사체는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촬영시 카메라가 수평 상태

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촬영시 카메라의 기운 정도 즉 회전 정도와

무관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캠코더에 의한 동영상 촬영시 캠코더를 수평 상태로 유

지하면서 촬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에는 항상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회전된 영상 데이터가 담기

게 된다.

아날로그 카메라의 경우는 인화된 사진을 쉽게 돌려가면서 감상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캠코더의 경우는

주로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을 감상하기 때문에, 쉽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회전시킬 수 없

어 인화된 사진을 보듯이 사용자가 임의로 화면을 돌려가며 볼 수가 없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해 다양한 각도로 회전시켜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 예로서, 수평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

(101)과 카메라를 반시계 방향으로 30°, 110°회전시켜 촬영한 영상(102, 103)을 각각 디스플레이 장치(110)에 디스플레

이한 모습을 도시한 것이다. 수평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 경우(121)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울여서 촬영

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 경우(122, 123)는 보기에 불편하다. 이처럼, 종래의 영상 정보 생성 및 디스플레이 방법에 의하

면, 촬영시 촬영 장치의 회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영상을 그대로 감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영상과 디스플레이 장치의 방향이 다른 경우나, 촬영 장치와 디스플레이 장치의 방향이 다른 경우도 사용자의 불편

을 초래한다. 가로 방향(landscape)으로 사진이 찍히는 디지털 카메라를 90°회전시켜 세로 방향(portrait)의 영상을 촬영

한 후 가로 방향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감상할 경우가 전자의 예이다. 이 경우는, 영상을 세로로 회전하

는 편집 과정을 거친 후 가로 방향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세로 방향

의 영상을 가로 방향 디스플레이에서 감상하는 것이 되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가로 방향으로 찍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휴대폰과 같은 세로 방향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감상하는 경우가 후자의 예로서, 전자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 종래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의 방향성을 분석하여 디스플레이 장치를 피벗(pivot) 시키

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영상의 방향성 분석을 통한 피벗 기능은 방향성 분석에 한계가 있어 가로 방향으로 디스플레이해

야 하는 영상을 세로 방향인 것으로 분석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동영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 감상시 사용자의 별다른 작업 없이 항상 수평으로 최

적화된 화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 처리 방법과 이를 위한 장치 및 정보저장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발명은, 촬영시 영상의 회전 정보를 같이 획득하여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할 때 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영상 및 디스플레이를 회전하는 영상 처리 방법, 이를 위한 장치 및 영상 정보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를 제공한

다.

본 발명의 특징은,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촬영 장치로 상기 피사체를 촬영하

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촬영 장치의 촬영시 회전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회전 정보 획득 단계는, 중력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촬영 장치의 촬영시 회전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메모리 저장 단계는, 상기 회전 정보를 상기 영상 데이터의 헤더에 추가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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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영상 데이터 생성 단계는, 상기 피사체를 촬영하여 동영상 데이터를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회전 정보 획득 단계는, 상기 동영상의 회전 정보를 지정된 주기로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보에 포함된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읽는 단계; 상기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가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회전 각도만큼 상기 디스플레이를 회전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의 활영시 촬영 장치의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중력 방

향에 대한 회전값을 포함하고; 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는, 상기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상기 회전 각도로 결정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는, 상기 회전값의 절대치가 지정된 값 이하인 경우는 상

기 회전 각도를 0°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영상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이고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동영상의 주기적인

회전 정보이며, 상기 회전 각도 결정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 회전 단계는 지정된 주기로 수행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보에 포함된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읽는 단계; 상기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크기 정보 및 상기 회전 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영

상 데이터의 방향 및 상기 영상 데이터가 표시되어야 하는 타겟 방향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영상 데이터의 방향이 상기 타

겟 방향과 상이한 경우,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는 단계; 상기 영상 데이터가 출력되는 디스플레이

의 방향이 상기 타겟 방향과 상이한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를 상기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는 단계; 및 상기 회전된 영상 데

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의 촬영시 촬영 장치의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중력 방

향에 대한 회전값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영상 데이터 회전 단계는, 상기 회전값이 지정된 값 이상이면, 상기 영상 데

이터의 방향과 상기 타겟 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타겟 방향의 영상 데이터로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지정된 값은 45°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방법에 있어서, 촬영 장치

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촬영 장치의 촬영시 회전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회전 정보

를 이용하여 상기 영상 데이터가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회전 각도만큼 상기 디스플레이

를 회전하는 단계; 및 상기 영상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방법에서,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 데이터의 헤더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영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메모리;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

는 촬영부; 촬영시 상기 촬영부의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회전 정보를 생성하는 회전 감지부; 및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포함한 영상 정보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장치에서, 상기 회전 감지부는, 중력 센서를 포함하여 상기 촬영부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

값을 구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장치에서, 상기 촬영부는, 상기 피사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상기 회전 감지부는, 촬영중

상기 촬영 장치의 회전 정보를 지정된 주기로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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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포함한 영상 정보가 저장되는 메모리; 디스플레이;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구동하는 회전 구동부; 및 상기 메모

리로부터 상기 영상 정보를 읽고, 상기 디스플레이에 상기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디스

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지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장치에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의 활영시 촬영 장치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회전값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상기 회전 각도로 결정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영상 처리 장치에서, 상기 영상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이고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동영상의 주기적인

회전 정보이며, 상기 제어부는 지정된 주기로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상기 디스플레

이의 회전을 지시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장치에 있어서, 메모리;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촬영부; 디스플레이; 촬영시 상기 촬영부의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회전 정보를 생성하는 회전 감지부;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구동하는 회전 구동부; 상기 영상 데이터 및 상기 회전 정보를 포함한 영상 정보를 상기 메모리

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영상 정보를 읽고, 상기 디스플레이에 상기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회전 정보

를 이용하여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상기 회전 구동부에 상기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지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영상 정보를 기록한 정보저장매체에 있어서, 상기 영상 정보는, 영상 데이터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파일; 및 상기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정보저장매체에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영상의 촬영시 촬영 장치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회전값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정보저장매체에서,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파일의 헤더에 저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정보저장매체에서, 상기 영상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이고, 상기 회전 정보는 상기 동영상 데이터의 주

기적인 회전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메커니즘 흐름도이다. 카메라나 캠코더 등의 촬영 장

치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며(201), 이때 촬영 장치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

는 회전 정보를 획득한다(202). 회전 정보의 획득은, 예컨대 중력 센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데, 중력 센서를 이용하면 촬

영 장치의 촬영시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회전값은 영상의 회전 정보

로서 영상 데이터와 함께 메모리에 저장되며, 영상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의 헤더 부분에 포함되어 저장될 수 있다(203).

캠코더 등 동영상 촬영 장치에 적용되는 경우는 피사체를 촬영하여 동영상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201), 회전값 등의 회

전 정보는 동영상의 프레임마다 측정하여 획득하거나 미리 정해진 주기로 측정된 후(202), 동영상 데이터 및 동영상 데이

터의 헤더 부분에 추가되는 회전 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된다(203). 이 획득 주기는 미리 설정된 값이거나 사용자가 인터페

이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디스플레이를 회전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커니즘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영상 처리 방법은, 영상 정보에 포함된 영상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읽는 단계로 시작된다(301). 회전 정보가 영상 데이터 파일의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헤더를 파싱(parsing)

하여 회전 정보를 검출한다. 이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의 촬영시 상측이었던 부분 즉 중력의 반대 방향이었던 부분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위를 향하도록 하려면 디스플레이를 어느 정도 회전시켜야 하는지 회전 각도를 결정하게 된다(302).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에는 영상의 활영시 촬영 장치의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이 포함될 수 있

으며, 이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가 회전 각도로 결정된다(302). 회전 각도가 결정되면 결정된 회전 각도만큼 디스플레이

가 회전되고(303), 영상 데이터가 디스플레이에 출력된다(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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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전값이 미미한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회전이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전값의 절대치가 지정된 값 이하인 경우는

디스플레이 회전 각도를 0°로 결정하여 디스플레이를 회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디스플레이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동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경우는 회전 정보에 동영상의 주기적인 회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된 주기로 일

정 시간마다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그 회전 각도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회전시킨다. 이 회전 주기는 미리 설정된 값이거나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메커니즘 흐름도이다. 촬영 장치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고(401), 촬영 장치의 촬영시 회전 정보를 획득한 후(402), 이 회전 정보를 이용

하여 영상의 촬영시 상측이 위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회전 각도를 결정한다(403). 회전 각도가 결정되면 그 각

도만큼 디스플레이를 회전하고(404), 영상 데이터를 출력한다(405).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와 유사하게, 중력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촬영 장치의 촬영시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중력 방향에 대

한 회전값을 구함으로써 회전 정보를 획득하고(402), 이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회전 각도로 결정할 수 있다(403). 또

한, 영상 데이터 및 회전 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으며, 회전 정보가 영상 데이터의 헤더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저장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회전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결과를 도시한 예이다. 좌측의 영상은 각각 수평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501)과 카메라를 반시계 방향으로 30°, 110°회전시켜 촬영한 영상(502, 503)이다.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따르면 이 영상들의 헤더 정보에는 각각 0°, -30°, -110°라는 회전값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510)에 디스플레이한 결과가 우측에 도시되어 있다. 회전값이 0°인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회전 없이 그대로 영

상 데이터가 표시되었고(521), 회전값이 -30°인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30°회전된 후 영상 데이터가 디스

플레이되었으며(522), 회전값이 -110°인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110°회전된 후 영상 데이터가 디스플레

이되었음을 볼 수 있다(523).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디스플레이를 피벗(pivot)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커니즘 흐름

도이다. 피벗이란 영상의 방향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90°회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가로 방향의 영상

(landscape)인 경우는 디스플레이도 가로 방향으로 피벗시키고, 세로 방향의 영상(portrait)인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세로

방향으로 피벗시켜 최적의 상태로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다.

먼저, 영상 정보에 포함된 영상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의 회전 정보를 읽고(601),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크기 정보 및 회전

정보를 분석하여 촬영시 영상 데이터의 방향 및 영상이 표시되어야 하는 타겟 방향을 판단한다(602). 일반적으로 영상 데

이터에는 영상의 가로 및 세로 길이가 헤더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긴 경우는 원 영상이 가로 방향

의 촬영 장치로 촬영된 가로 방향의 영상(landscape)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전 정보에 포함된 회전값의 절대치가 지정

된 값, 예컨대 45°보다 큰 경우는 가로 방향의 촬영 장치를 세로에 가깝게 기울여 촬영한 것이므로 영상 데이터가 세로 방

향(portrait)으로 디스플레이되어야 적합함을 의미한다. 즉, 타켓 방향은 세로 방향이다.

영상 데이터의 방향과 타겟 방향을 비교하여(603) 서로 상이한 경우, 예컨대 가로 방향의 촬영 장치에서 촬영한 가로 방향

의 영상인데, 촬영시 90°회전하여 촬영하였으므로 타겟 방향은 세로 방향인 경우는, 디스플레이 전에 영상을 타겟 방향으

로 회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회전값이 지정된 값 이상이면, 영상 데이터의 방향과 타겟 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래의 영상 데이터를 타겟 방향의 영상 데이터로 수정하여 피벗시킨다(604).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의 방향과 타겟 방향을 비교한다(605). 양자가 상이한 경우, 예컨대 세로 방향으로 디스플레이해야

하는 영상인데 디스플레이가 가로 방향의 컴퓨터 모니터인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타겟 방향인 세로 방향으로 회전한다

(606).

이렇게 영상과 디스플레이의 회전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하고 나면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607). 물론, 영

상이 회전된 경우는 방향이 바뀐 수정된 영상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된다.

도 7a 및 도 7b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피벗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결과를 도시한 예이다. 도 7a의 예는

가로 방향의 디스플레이(710)에 영상을 디스플레이한 결과이다. 영상 데이터의 방향이 가로 방향이고 회전값도 0°(지정된

각도 미만)여서 타겟 방향도 가로 방향인 영상 데이터(711)를 디스플레이하는 경우는, 영상 데이터나 디스플레이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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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대로 디스플레이한다(720). 그러나, 가로 방향의 영상인데 회전값이 90°(지정된 각도 이상)인 영상 데이터(712)를

디스플레이할 때는 영상 데이터와 디스플레이를 모두 피벗시킨 후(712-1, 710-1) 세로 방향으로 디스플레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730).

도 7b의 예는 세로 방향의 디스플레이(750)에 영상을 디스플레이한 것이다. 가로 방향의 영상이고 회전값이 0°인 영상

(751)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가로 방향으로 피벗시켜(750-1) 가로 방향으로 디스플레이한다(760). 한

편, 가로 방향의 영상인데 회전값이 90°인 영상(752)의 경우는 영상의 타겟 방향이 세로 방향이므로 영상을 회전시킨 후

(752-1) 회전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770).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정보 생성을 위한 영상 처리 장치의 구성도로서, 메모리(803),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

를 생성하는 촬영부(801), 촬영시 촬영부의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회전 정보를 생성하는 회전 감지부(804), 촬영부(801)

에서 생성한 영상 데이터와 회전 감지부(804)에서 생성한 회전 정보를 포함한 영상 정보를 메모리(803)에 저장하고 장치

를 제어하는 제어부(802)를 포함하고 있다.

회전 감지부(804)는 중력 센서(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여 영상 촬영시 촬영부(801)의 회전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중력 방

향에 대한 회전값을 구하고, 이 회전값이 회전 정보로서 영상 데이터와 함께 메모리(803)에 저장될 수 있다. 한편, 촬영부

(801)는 피사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단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전 감지부(804)는 동영상 촬영중 촬영 장치의 회전

정보를 주기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의 구성도로서, 영상 데이터 및 영상의 회전 정보를 포

함한 영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903), 회전 가능한 디스플레이(901),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구동하는 회전 구동부

(904), 메모리(903)로부터 영상 정보를 읽고, 디스플레이(901)에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회전 구동부(904)에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지시하는 등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902)

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데, 벽걸이 형태의 TV, 모니터, 전자액자 등과, 크래

들(cradle) 및 받침대를 사용하는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TV, 모니터,

전자 액자 등이 그 예이다.

회전 정보는 영상의 활영시 촬영 장치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회전값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어

부(902)는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회전 각도로 결정하고 결정된 각도만큼 디스플레이(901)를 회전하도록 회전 구동부

(904)에 지시하게 된다. 디스플레이해야 하는 영상 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회전 정보는 동영상 촬영시 촬영 장치

의 주기적인 회전 정보일 것이며, 이 경우 제어부(902)는 주기적으로 디스플레이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회전 구동부

(904)에 결정된 각도만큼 디스플레이(901)를 회전하도록 지시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정보 생성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의 구성도로서, 정보 저장을 위한 메모리

(1005),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촬영부(1001), 회전이 가능하고 영상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디스플

레이(1002), 촬영시 촬영부(1001)의 회전 상태를 측정하여 회전 정보를 생성하는 회전 감지부(1006), 디스플레이의 회전

을 구동하는 회전 구동부(1003), 촬영부(1001)에서 생성한 영상 데이터와 회전 감지부(1006)에서 측정한 회전 정보를 포

함한 영상 정보를 메모리(1005)에 저장하고, 메모리(1005)로부터 영상 정보를 읽고, 디스플레이(1002)에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회전 정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1002)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고, 회전 구동부(1003)에 디스플레이

(1002)의 회전을 지시하는 제어부(1004)를 포함한다.

회전 감지부(1006)는 중력 센서(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여 촬영시 촬영부(1001)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어부(1004)는 회전값에 해당하는 각도를 회전 각도로 결정할 것이다. 촬영부(1001)가 피사체를 동영상

으로 촬영하는 수단인 경우, 회전 감지부(1006)는 동영상의 회전 정보를 지정된 주기로 획득하고, 제어부(1004)도 주기적

으로 디스플레이(1002)의 회전 각도를 결정하여 회전 구동부(1003)에 디스플레이(1002)의 회전을 지시하게 된다. 회전

정보의 획득 주기나 디스플레이 회전 주기는 미리 설정된 값이거나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값이 아닐 수도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영상 정보의 구조를 예시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정보저장매체에는

영상 데이터가 포함된 하나 이상의 파일과 촬영시 촬영 장치의 회전 정보가 기록된다. 이 회전 정보는 영상의 촬영시 촬영

장치의 중력 방향에 대한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회전값일 수 있다. 또한,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 데이터는 데이터

부분(1120)과 영상의 크기 정보(1111) 등을 포함하는 헤더 부분(1110)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회전 정보(1112)는 이 헤

더의 일부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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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정보기록매체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가 동영상 데이터인 경우, 회전 정보는 동영상 데이터의 주기적인 회전

정보를 포함할 것이며, 정지 영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더에 추가되어 기록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시 카메라나 캠코더 등 촬영 장치가 기울어져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 장치도 자동으로 기울어져 영상이 재생되므로 사용자는 항상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촬영 장치와 영상의 방향이 다른 경우도 영상과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회전시켜 디스플레이하므로 사용자

가 최적 상태의 영상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해 여러 각도로 회전된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한 예,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메커니즘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디스플레이를 회전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커니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메커니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회전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결과를 도시한 예,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처리 방법에 의해 디스플레이를 피벗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메커니즘 흐름도,

도 7a, 7b는 본 발명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피벗시켜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결과를 도시한 예,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정보 생성을 위한 영상 처리 장치의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의 구성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정보 생성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영상 처리 장치의 구성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회전 정보를 포함한 영상 데이터 구조를 예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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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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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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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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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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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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