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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데이터를 얻기 위한 화상 처리 방법은, 상이한 축적 시간의 조건 하에서 복수의 화상 신호를 카운트 동작에 대한 초

기 값으로서 얻는 단계, 복수의 화상 신호 중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여 복수의 화상 신호 중 제2 화

상 신호에 대응하는 전기 신호와 참조 신호를 비교하는 단계, 제2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얻는 단계, 비교 단계

를 수행하는 동안, 다운 카운트 모드와 업 카운트 모드 중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와 동일한 부호를 갖

는 모드에서 카운트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 카운트 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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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화상 처리, 고체 촬상 장치, 다이나믹 레인지, 물리량 분포, 영상 기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1 실시 형태인 CMOS 고체 촬상 장치의 개략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의 컬럼 AD 회로에 있어서의 신호 차분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

밍차트.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의 컬럼 AD 회로에 있어서의 시간 가산 처리시의 제1 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4는 제1 예의 시간 가산 처리의 처리 모드를 설명하는 제1 도면.

도 5는 제1 예의 시간 가산 처리의 처리 모드를 설명하는 제2 도면.

도 6은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의 컬럼 AD 회로에 있어서의 시간 가산 처리시의 제2 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7은 제2 예의 시간 가산 처리의 모드를 설명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CMOS 고체 촬상 장치의 개략 구성도.

도 9는 단위 화소의 구성예와 구동 회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도 8에 도시한 제2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의 컬럼 AD 회로에 있어서의 시간 가산 처리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11은 카운터부의 변형예를 도시한 회로 블록도.

도 12는 종래의 다이나믹 레인지 확대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고체 촬상 장치

3 : 단위 화소

7 : 구동 제어부

10 : 화소부

12 : 수평 주사 회로

14 : 수직 주사 회로

15 : 행 제어선

18 : 수평 신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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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수직 신호선

20 : 통신·타이밍 제어부

23 : 클럭 변환부

24 : 카운터부

25 : 컬럼 AD 회로

26 : 컬럼 처리부

27 : 참조 신호 생성부

27a : DA 변환 회로

28 : 출력 회로

252 : 전압 비교부

254 : 카운터부

256 : 데이터 기억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2004년 7월 16일자 일본 특허청에 출원한 일본 특허 출원번호 제2004-209888호의 우선권의 주장하며, 그 전

체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한다.

본 발명은 화상 처리 방법, 및 복수의 단위 구성 요소가 배열되어 이루어지는 물리량 분포 검출의 반도체 장치 및 전자 기

기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예를 들면 빛이나 방사선 등의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전자파에 대해 감응성을 갖는 복

수의 단위 구성 요소가 배열되어 이루어지고, 단위 구성 요소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된 물리량 분포를, 어드레스 제어에

의해 임의 선택하여 전기 신호로서 판독 가능한, 예를 들면 고체 촬상 장치 등의, 물리량 분포 검출의 반도체 장치나 그 밖

의 전자 기기에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다이나믹 레인지의 확대 기술에 관한 것

이다.

빛이나 방사선 등의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전자파에 대해 감응성을 갖는 단위 구성 요소(예를 들면 화소)를 라인 형상 혹은

매트릭스 형상으로 복수개 배열하여 이루어지는 물리량 분포 검출 반도체 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상 기기의 분야에서는, 물리량 중의 빛(전자파의 일례)을 검출하는 CCD(Charge Coupled Device)형 혹은 MOS(Metal

Oxide Semiconductor)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형의 고체 촬상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단위 구성 요소(고체 촬상 장치에 있어서는 화소)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된 물리량 분포를 전기 신호로서 판독한

다.

고체 촬상 장치는 증폭형 고체 촬상 장치를 포함한다. 증폭형 고체 촬상 장치는 전하 생성부에서 생성된 신호 전하에 부합

한 화소 신호를 생성하는 화소 신호 생성부에 증폭용의 구동 트랜지스터를 갖는 증폭형 고체 촬상 소자(APS; Active Pixel

Sensor/게인 셀이라고도 함) 구성의 화소를 구비한다. 예를 들면, CMOS형 고체 촬상 장치의 대부분은 그와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공개특허 10-2006-0050220

- 3 -



이러한 증폭형 고체 촬상 장치에 있어서, 화소 신호를 외부 소스에 판독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단위 화소가 배열되어 있는

화소부에 대해 어드레스 제어를 하고, 개개의 단위 화소로부터의 신호를 임의로 선택하여 판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증폭

형 고체 촬상 장치는 어드레스 제어형 고체 촬상 장치의 일례이다.

예를 들면, 단위 화소가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된 X-Y 어드레스형 고체 촬상 소자의 일종인 증폭형 고체 촬상 소자는, 화

소 그 자체에 증폭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 MOS 구조 등의 능동 소자(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있다.

즉, 광전 변환 소자인 포토다이오드에 축적된 신호 전하(광전자)를 상기 능동 소자로 증폭하여 화상 정보로서 판독한다.

이 종류의 X-Y 어드레스형 고체 촬상 소자에서는, 예를 들면 화소 트랜지스터가 2차원 행렬 형상으로 다수 배열되어 화소

부가 구성되고, 라인(행)마다 혹은 화소마다 입사광에 대응하는 신호 전하의 축적이 개시되고, 그 축적된 신호 전하에 기초

한 전류 또는 전압의 신호가 어드레스 지정에 의해 각 화소로부터 차례로 판독된다. MOS(CMOS를 포함함)형에 있어서는,

어드레스 제어의 일례로서, 1행분을 동시에 액세스하여 행 단위로 화소 신호를 화소부로부터 판독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

되고 있다.

화소부로부터 판독된 아날로그의 화소 신호는, 필요에 따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장치(AD Converter)에서 디지털 데이

터로 변환한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AD 변환의 구조가 제안되어 있다. 이들 공지 문헌 중에는, 1행분을 동시에 액세스하

여 행 단위로 화소 신호를 화소부로부터 판독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수직 열마다 AD 변환부나 그 밖의 신호 처리를 행하

는 신호 처리부를 배치한 소위 열 병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있다.

화소로부터 출력된 화소 신호에 대해서는, 고화질의 이미지 생성이나 특수한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을 위해 여러가지 연산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 때의 구조로서는, 처리 공정의 측면에서는, 크게 나누면, 아날로그 영역에서 처리하고 나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제1 방법과, 아날로그의 화소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나서 연산(디지털 연산)하는 제2 방법

이 있다.

연산 처리를 어디에서 행하는지의 회로 배치의 측면에서는, 종래 기술에서 디바이스의 외부(칩 외부)에서 연산 처리를 행

하는 방식(오프 칩 법이라 함)이 있다. 종래 기술에서, 이미지 센서 상에 가감산 기능 등 다양한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

(온 칩 법이라 함)이 있다. 특히, 화소부로부터 화소 신호를 취득할 때에, 수직 열마다 신호 처리부를 배치한 소위 열 병렬

방식의 구조의 것은, 온 칩 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화소 신호를 아날로그 영역에서 처리함과 아울러 온 칩 법을 적용한 사례로서는, 다음의 메커니즘이 종래 기술에 있다. 화

소내의 용량을 화소내 메모리로서 이용하여, 직전의 프레임 신호를 보유해 두고, 현재의 프레임 신호와 화소내에서 가산함

으로써, 다이나믹 레인지 확대를 행하는 구조가 있다. 종래 기술에서, 이중 샘플링(dual sampling)을 사용한 와이드 다이

나믹 레인지 촬상을 행하는 구조도 있다.

도 12는 종래의 광량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 확대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 방식에서는,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촬상 영역의 아래와 위에 샘플링 회로(열 회로; 제1 및 제2 수평 전송 레지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Δ행만큼 떨어져 있는 행

(n)과 행(n-Δ)의 각 화소로부터 판독한 신호 전하를, 각각의 샘플링 회로에 각각 판독하여 출력 1 및 출력 2의 각 신호로서

기억한다.

주사된 행의 화소가 리셋되어 다시 신호 전하의 축적을 개시한다. 따라서, 촬상면의 주사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되어 있는

경우, 행(n)과 행(n-Δ)의 축적 시간은 프레임 레이트와 주사선 수와의 사이에서 소정의 관계를 갖고, 판독하는 2행의 간격

을 조정함으로써, 아래와 위에 판독되는 신호의 축적 시간의 비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n-Δ와 Δ의 비를 100:1로 하면,

축적 시간이 100배 상이한 단시간 축적 신호와 장시간 축적 신호가, 출력 1과 출력 2로부터 나타난다.

이들 축적 시간이 상이한 2계통의 출력 1 및 2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외부(오프칩)의 합성 회로에서 화상 합성함으로써, 더

욱 넓은 입사 광량에 대해 포화하기 어려운 신호 출력이 얻어져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대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화소내 메모리를 갖는 센서 구조가 아니면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대할 수 없다. 즉, 센서 디바이스로서의 제한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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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화소내 메모리를 갖는 센서 구조가 불필요하고 센서 디바이스의 제한이 없지만, 판독 회로가

상하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회로 규모가 커진다. 또한, 동일한 행의 장시간 축적 신호와 단시간 축적 신호가 상이한 타이

밍으로 출력되므로, 양자의 신호를 합성하는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Δ행분의 메모리로 동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적 시간이 상이한 2화면의 합성을 오프 칩 처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규모가 커진다는 결점도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센서 디바이스의 제한이 없고, 간단한 디지털 처리로 다이나믹 레인

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화상 처리 방법은, 복수의 처리 대상 화상 신호의 합 연산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는 화상 처리 방

법이다. 이 방법에서, 우선 축적 시간이 상이한 조건하에서 취득된 복수의 화상 신호 중의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

이터를 카운트 처리의 초기 값으로 하여, 복수의 화상 신호 중의 제2 화상 신호에 응답한 전기 신호와, 이 제2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참조 신호를 비교한다.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업 카운트 모드 중의, 제1 화상 신호에 대

한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와 동일 부호로 되는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하고, 비교 처리가 완료된 시점의 카운트 값을 보유

한다. 이 보유한 카운트 값을 소정의 타이밍으로 연산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것으로 하였다.

복수의 화상 신호 중의 초기 값으로서 이용되는 화상 신호에 대해서도, 비교 처리와 카운트 처리를 행함으로써, 그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하여도 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제2 화상 신호에 대한, 상기 동일 부호로 되는 모드에서의 카운트 처리로써 AD 변환을 한 후에는,

복수의 화상 신호 사이에서의 가산 연산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가 카운트 값으로서 자동적으로 얻어진다. 각 화상 신호는,

축적 시간이 상이한 조건하에서 취득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1개의 디지털 화상 신호가 카

운트 결과로서 얻어지게 된다.

다운 카운트 모드나 업 카운트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할 때에는, 공통의 업 다운 카운터를 이용하면서, 그 처리 모드를

전환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운트 처리에 이용하는 카운터 회로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2개의

모드를 전환하여 카운트 처리함으로써, 다이나믹 레인지 확대화를 위한 가산 연산 처리를 직접 할 수 있어, 합을 취하기 위

한 특별한 가산기가 불필요하게 된다.

전회의 카운트 처리로 취득한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카운트 값을 소정의 데이터 기억부에 보유한다. 금회의 카운트 처리를

행할 때에는 데이터 기억부로부터의 카운트 값의 판독 처리를 병행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운트 처리

를 이용한 가산 연산 처리와, 카운트 결과의 판독을 동시 병행적으로 행하는 파이프 라인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광도를 고려하도록, 비교 처리에 사용되는 참조 신호의 시간 변화량을 조정함으로써, 가산 연산에 있어서의 화상 신호에

대한 계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교적 단시간의 축적 시간하에서 취득된 처리 대상 화상에 대해, 참조 신호

의 시간 변화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통상의 축적 시간이라면 포화되어 버릴 것 같은 고 레벨의 신호를

포화하지 않으면서 광도를 보정할 수 있다.

전술한 처리는, 입사된 전자파에 대응하는 전하를 생성하는 전하 생성부 및 전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전하에 응답한 단

위 신호를 생성하는 단위 신호 생성부를 단위 구성 요소내에 포함하고, 이 단위 구성 요소가 행렬 형상 등 소정의 순서로

배치된, 물리량 분포 검출을 위한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단위 신호 생성부에 의해 생성되어 출력된 아날로그 단위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처리에 이용할 수 있다.

단위 구성 요소를 2차원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 단위 신호 생성부에 의해 생성되어 열 방향으로 출력되는

아날로그 단위 화상 신호(화소 신호)를 행 단위로(열 병렬로) 액세스하여 취득하는 스캔 읽기(수직 스캐닝)를 행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이 행 단위로, 단위 구성 요소의 각각에 대해, 비교 처리나 카운트 처리를 행함으로써, AD 변환을 동시 실행하

는 가산 연산 처리와 가산 연산 결과의 판독의 고속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나 전자 기기는, 본 발명에 따른 상기 화상 처리 방법을 실시하는 데 바람직하다.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 기기는, 아날로그 화상 신호와, 이 아날로그 화상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참조 신호를 비교하는

비교부와, 전하 생성부에 있어서의 전하를 생성하는 시간인 축적 시간이 각각 상이한 조건하에서 취득된 복수의 아날로그

화상 신호 중의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카운트 처리의 초기 값으로 하고, 비교부에 있어서의 비교 처리와

병행하여,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업 카운트 모드 중의,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와 동일 부호로 되는 모드

로 카운트 처리를 행하고, 비교부에 있어서의 비교 처리가 완료된 시점의 카운트 값을 보유하는 카운터부를 구비한다.

공개특허 10-2006-0050220

- 5 -



바람직하게는,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 기기는 축적 시간을 제어하는 축적 시간 제어부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참조 신호를 생성하여 비교부에 공급하는 참조 신호 생성부나, 카운터부에 있어서의 카운트 처리의 모드를 제어하는 제어

부도 구비하고 있으면 더욱 좋다.

축적 시간 제어부는, 동일 위치의 전하 생성부에 있어서의 축적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동일 위치의 전하 생성부로부터, 축

적 시간이 각각 상이한 조건하에서 취득된 복수의 아날로그 화상 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시킨다. 비교부와 상기 카운터부

는, 축적 시간 제어에 의해 축적 시간이 제어된 동일 위치의 전하 생성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된 복수의 아날로그 화상

신호를, 각각 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단위 구성 요소가 행렬 형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비교부와 카운터부로 이루어진 세트를, 단위 구성 요소의 열의 배열 방향

인 행 방향으로 복수 구비하고 있는 구성인 경우, 축적 시간 제어부는, 행 단위로 상기 축적 시간을 제어하고, 비교부와 상

기 카운터부는, 열마다, 축적 시간 제어에 의해 행 단위로 상기 축적 시간이 제어된 동일 열의 복수의 화상 신호를, 각각 처

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카운터부는, 공통의 카운터 회로로 구성되고, 또한 업 카운트 모드와 다운 카운트 모드를 전환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으로 할 수도 있다. 또는, 다운 카운트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하는 다운 카운터 회로와, 업 카운트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하는 업 카운터 회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회로 구성에 따라, 다운 카운터 회로가 보유한 카운

트 값과 업 카운터 회로가 보유한 카운트 값의 합을 취하는 가산 회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X-Y 어드레스형 고체 촬상 장치의 일

례인 CMOS 촬상 소자를 디바이스로서 사용한 경우를 예로 설명한다. CMOS 촬상 소자는 모든 화소가 NMOS 혹은 PMOS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설명한다.

단, 이것은 일례이고, 대상으로 되는 디바이스는 MOS형 촬상 디바이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빛이나 방사선 등의 외부로부

터 입력되는 전자파에 대해 감응성을 갖는 단위 구성 요소를 라인 형상 혹은 매트릭스 형상으로 복수개 배열하여 이루어지

는 물리량 분포 검출용 반도체 장치의 모두에 후술하는 모든 실시 형태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 고체 촬상 장치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1 실시 형태인 CMOS 고체 촬상 장치(CMOS 이미지 센서)의 개략 구성도이다. 또

한, 이 CMOS 고체 촬상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기기의 일 양태이기도 하다.

고체 촬상 장치(1)는, 입사 광량에 부합한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포토다이오드 등의 광전 변환 소자(전하 생성부의 일례)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화소가 행 및 열로 배열된(즉, 2차원 매트릭스 형상의) 화소부를 갖고, 각 화소로부터의 신호 출력이 전

압 신호이다. CDS(Correlated Double Sampling; 상관 2중 샘플링)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ADC; Analog Digital

Converter) 등의 화상 처리부가 열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열 병렬로 화상 처리부가 설치되어 있는”이란, 수직 열의 수직 신호선(19)에 대해 실질적으로 병렬로 복수의 CDS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의 각 기능부는, 디바이스를 평면에서 보았을 때에 모두 화

소부(10)에 대해 열 방향의 한쪽 에지측(도면의 하측에 배치되어 있는 출력측)에만 배치되고 있는 형태의 것이어도 되고,

화소부(10)에 대해 열 방향의 한쪽 에지측(도면의 하측에 배치되어 있는 출력측)과 그 반대측인 다른쪽 에지측(도면의 상

측)에 나누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것이어도 무방하다. 후자의 경우, 행 방향의 판독 주사(수평 주사)를 행하는 수평 주사

부도 각 에지측에 나누어 배치하여, 각각이 독립적으로 동작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열 병렬로 CDS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가 서로 수직 열마다 설치되어 있는 전형예는, 컬럼형 이미지 센서이다. 이 타

입의 이미지 센서에서, 촬상부의 출력측에 형성한 컬럼 영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CDS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를 수

직 열마다 설치하여, 순차적으로 출력측에서 신호를 판독한다. 또한, 컬럼형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접하는 복수

(예를 들면, 2개분)의 수직 신호선(19)(수직 열)에 대해 1개의 CDS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를 할당하는 형태나, N개

걸러(N은 양의 정수; 사이에 N-1개를 배치함)의 N개분의 수직 신호선(19)(수직 열)에 대해 1개의 CDS 처리 기능부나 디

지털 변환부를 할당하는 형태 등을 채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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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형을 제외한 것은, 어떠한 형태도, 복수의 수직 신호선(19)(수직 열)이 1개의 CDS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를 공

통으로 사용하는 구성으로 되기 때문에, 화소부(10)측으로부터 공급되는 복수열분의 화소 신호를 1개의 CDS 처리 기능부

나 디지털 변환부에 공급하는 전환 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또한, 후단의 처리에 의해서는 출력 신호를 보유하는 메모리

를 설치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게 된다.

복수의 수직 신호선(19)(수직 열)에 대해 1개의 CDS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를 할당하는 형태 등을 채택하여 각 화

소 신호의 신호 처리를 화소 열 단위로 판독한 후에 행한다. 따라서, 마찬가지의 신호 처리를 각 단위 화소내에서 행하는

것에 비해, 각 단위 화소내의 구성을 간소화하여 이미지 센서의 다화소화, 소형화, 저비용화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열 병렬로 배치된 복수의 신호 처리부에서 1행분의 화소 신호를 동시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 회로측이나

디바이스의 외부에서 1개의 CDS 처리 기능부나 디지털 변환부에서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신호 처리부를 저속으

로 동작시킬 수 있어, 소비 전력이나 대역 성능이나 노이즈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즉, 소비 전력이나 대역 성능 등을 동일

하게 하는 경우, 센서 전체의 고속 동작이 가능해진다.

컬럼형의 구성인 경우, 저속으로 동작시킬 수 있어 소비 전력이나 대역 성능이나 노이즈 등의 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환 회로(스위치)가 불필요한 이점도 있다. 이하의 실시 형태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이 컬럼형으로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1)는, 정방형의 복수의 단위 화소(3)가 행 및 열로(즉, 정방 격

자 형상으로) 배열된 화소부(촬상부)(10)와, 화소부(10)의 외측에 설치된 구동 제어부(7)와, 컬럼 처리부(26)와, 컬럼 처리

부(26)에 AD 변환용의 참조 전압을 공급하는 참조 신호 생성부(27)와, 출력 회로(28)를 구비하고 있다.

컬럼 처리부(26)의 전단 또는 후단에는, 필요에 따라 신호 증폭 기능을 갖는 AGC(Auto Gain Control) 회로 등을 컬럼 처

리부(26)와 동일한 반도체 영역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컬럼 처리부(26)의 전단에서 AGC를 행하는 경우에는 아날로

그 증폭, 컬럼 처리부(26)의 후단에서 AGC를 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폭으로 된다. n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를 단순하게

증폭해 버리면, 계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아날로그로 증폭한 후에 디지털 변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구동 제어부(7)는, 화소부(10)의 신호를 순차적으로 판독하기 위한 제어 회로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동 제어

부(7)로서는, 열 어드레스나 열 주사를 제어하는 수평 주사 회로(열 주사 회로)(12)와, 행 어드레스나 행 주사를 제어하는

수직 주사 회로(행 주사 회로)(14)와, 내부 클럭을 생성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통신·타이밍 제어부(20)를 구비하고 있다.

도면 중, 통신·타이밍 제어부(20)의 근방에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속 클럭 생성부의 일례로서, 입력된 클럭 주파수

보다도 고속의 클럭 주파수의 펄스를 생성하는 클럭 변환부(23)를 설치하도록 하여도 된다.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단

자(5a)를 통해 입력되는 입력 클럭(마스터 클럭; CLK0)이나 클럭 변환부(23)에서 생성된 고속 클럭에 기초하여 내부 클럭

을 생성한다.

클럭 변환부(23)에서 생성된 고속 클럭을 기초로 하는 신호를 이용함으로써, AD 변환 처리 등을 고속으로 동작시킬 수 있

게 된다. 고속 클럭을 이용하여, 고속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 추출이나 압축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컬럼 처리부

(26)로부터 출력되는 패러렐 데이터를 시리얼 데이터화하여 디바이스 외부에 영상 데이터(D1)를 출력할 수도 있다. 이렇

게 함으로써, AD 변환된 디지털 데이터의 비트분보다도 적은 단자로 고속 동작 출력하는 구성을 채택할 수 있다.

클럭 변환부(23)는, 입력된 클럭 주파수보다도 고속의 클럭 주파수의 펄스를 생성하는 체배 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이 클

럭 변환부(23)는,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 저속 클럭(CLK2)을 수취하고, 그것을 소스로 하여 2배 이상 높은 주파수

의 클럭을 생성한다. 클럭 변환부(23)의 체배 회로로서는, k1을 저속 클럭(CLK2)의 주파수의 배수라 했을 때 k1 체배 회

로를 설치하면 되고, 주지의 여러 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1에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 행 및 열의 일부를 생략하여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각 행이나 각 열에는 수십 내지 수

천의 단위 화소(3)가 배치된다. 이 단위 화소(3)는 전형적으로는 수광 소자(전하 생성부)로서의 포토다이오드와, 증폭용

반도체 소자(예를 들면, 트랜지스터)를 갖는 화소내 앰프로 구성된다.

화소내 앰프로서는, 예를 들면 플로팅 디퓨전 앰프 구성의 것이 이용된다. 일례로서는, 전하 생성부에 대해, 전하 판독부

(전송 게이트부/판독 게이트부)의 일례인 판독 선택용 트랜지스터, 리셋 게이트부의 일례인 리셋 트랜지스터, 수직 선택용

트랜지스터, 및 플로팅 디퓨전의 전위 변화를 검출하는 검출 소자의 일례인 소스 폴로워 구성의 증폭용 트랜지스터를 갖

는, CMOS 센서로서 범용적인 4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4TR 구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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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특허 제2708455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신호 전하에 대응하는 신호 전압을 증폭하

기 위한, 드레인선(DRN)에 접속된 증폭용 트랜지스터와, 전하 생성부를 리셋하기 위한 리셋 트랜지스터와, 수직 시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전송 배선(TRF)을 통해 주사되는 판독 선택용 트랜지스터(전송 게이트부)를 갖는, 3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3TR 구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구동 제어부(7)의 다른 구성 요소로서, 수평 주사 회로(12), 수직 주사 회로(14), 및 통신·타이밍 제어부(20)가 설치되어 있

다. 수평 주사 회로(12)는, 컬럼 처리부(26)로부터 카운트 값을 판독하는 판독 주사부의 기능을 갖는다. 이들 구동 제어부

(7)의 각 요소는, 화소부(10)와 함께, 반도체 집적 회로 제조 기술과 마찬가지의 기술을 이용하여 단결정 실리콘 등의 반도

체 영역에 일체적으로 형성되고, 반도체 시스템의 일례인 고체 촬상 소자(촬상 장치)로서 구성된다.

단위 화소(3)는, 행 선택을 위한 행 제어선(15)을 통해 수직 주사 회로(14)와, 또한 수직 신호선(19)을 통해 컬럼 AD 회로

(25)가 수직 열마다 설치되어 있는 컬럼 처리부(26)와, 각각 접속되어 있다. 행 제어선(15)은 수직 주사 회로(14)로부터 화

소에 들어가는 배선 전반을 나타낸다.

본 실시 형태의 컬럼 AD 회로(25)는, 그 자체로, 복수의 신호의 곱의합 연산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하는 화상 처리

기능을 갖는다.

수평 주사 회로(12)나 수직 주사 회로(14)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디코더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

부터 공급되는 제어 신호(CN1, CN2)에 응답하여, 처리 대상의 화소 신호의 판독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행

제어선(15)에는, 단위 화소(3)를 구동하기 위한 각종 펄스 신호(예를 들면, 리셋 펄스(RST), 전송 펄스(TRF), DRN 제어

펄스(DRN) 등)가 포함된다.

본 실시 형태에서, 수직 주사 회로(14)와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 곱의합 연산의 대상인 복수의 단위 화소(3)의 각각의

위치를 지정하고, 이 단위 화소(3)로부터 복수의 화소 신호의 각각을 컬럼 처리부(26)에 입력시키는 단위 신호 선택 제어

부가 구성된다.

도시하지 않았으나,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각부의 동작에 필요한 클럭이나 소정 타이밍의 펄스 신호를 공급하는 타이

밍 제너레이터(TG)(판독 어드레스 제어 장치의 일례)의 기능 블록과, 단자(5a)를 통해 마스터 클럭(CLK0)을 수취하고, 또

한 단자(5b)를 통해 동작 모드 등을 명령하는 데이터(DATA)를 수취하고, 또한 고체 촬상 장치(1)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

터를 출력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의 기능 블록을 구비한다.

예를 들면, 수평 어드레스 신호를 수평 디코더(12a)에, 또한 수직 어드레스 신호를 수직 디코더(14a)에 출력하고, 각 디코

더(12a, 14a)는 그것을 받아 대응하는 행 혹은 열을 선택한다.

이 경우, 단위 화소(3)를 2차원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소 신호 및 화소 데이터의 판독의 고속화는 다

음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소 신호 생성부(5)에 의해 생성되어 수직 신호선(19)을 통해 열 방향에 출력되

는 아날로그의 화소 신호를 행 단위로(열 병렬로) 액세스하여 취득하는 수직 스캔 판독을 행하고, 이후에 수직 열의 배열

방향인 행 방향에 액세스하여 화소 신호(본 예에서는 디지털 화소 데이터)를 출력측에 판독하는 수평 스캔 판독을 행한다.

물론, 스캔 읽기에 한정되지 않고, 판독하고자 하는 단위 화소(3)를 직접적으로 어드레스 지정함으로써, 필요한 단위 화소

(3)의 정보만을 판독하는 랜덤 액세스도 가능하다.

제1 실시 형태의 통신·타이밍 제어부(20)에서는, 단자(5a)를 통해 입력되는 마스터 클럭(마스터 클럭)(CLK0)과 동일한 주

파수의 클럭(CLK1)이나, 그것을 2분주한 클럭이나 더 분주한 저속의 클럭을 디바이스내의 각부, 예를 들면 수평 주사 회

로(12), 수직 주사 회로(14), 컬럼 처리부(26) 등에 공급한다. 이하, 마스터 클럭의 2분주 클럭이나 그 이하의 주파수의 클

럭 전반을 합쳐 "저속 클럭(CLK2)"이라 한다.

수직 주사 회로(14)는, 화소부(10)의 행을 선택하고, 그 행에 필요한 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판독될 화소부

(10)의 행을 규정하는 수직 디코더(14a)와, 수직 디코더(14a)에서 규정된 판독 어드레스(행)의 단위 화소(3)에 대한 행 제

어선(15)에 펄스를 공급하여 구동하는 수직 구동 회로(14b)를 갖는다. 수직 디코더(14a)는, 신호를 판독하는 행 외에 전자

셔터용 행 등도 선택한다. 즉, 수직 주사 회로(14)는, 단위 화소(3)가 갖는 전하 생성부에 있어서의 전하를 생성하는 시간

인 축적 시간을 제어하는 축적 시간 제어부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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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주사 회로(12)는, 저속 클럭(CLK2)에 동기하여 컬럼 처리부(26)의 컬럼 AD 회로(25)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그 신호

를 수평 신호선(수평 출력선)(18)에 출력한다. 수평 주사 회로(12)는 판독 열(컬럼 처리부(26)내의 개개의 컬럼 AD 회로

(25))을 규정하는 수평 디코더(12a)와, 수평 디코더(12a)에서 규정된 판독 어드레스에 따라, 컬럼 처리부(26)의 각 신호를

수평 신호선(18)에 출력하는 수평 구동 회로(12b)를 갖는다. 수평 신호선(18)은, 예를 들면 컬럼 AD 회로(25)가 취급하는

비트수(n; n은 양의 정수)분, 예를 들면 10(=n)비트이면, 그 비트수분에 대응하여 10개 배치된다.

이와 같은 구성의 고체 촬상 장치(1)에 있어서, 단위 화소(3)로부터 출력된 화소 신호는, 수직 열마다, 수직 신호선(19)을

통해 컬럼 처리부(26)의 컬럼 AD 회로(25)에 공급된다.

컬럼 처리부(26)와 수평 주사 회로(12) 사이의 신호 경로상에는, 각 수직 신호선(19)에 대해 드레인 단자가 접속된 도시하

지 않은 부하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부하 트랜지스터부가 배치되고, 각 부하 MOS 트랜지스터를 구동 제어하는 부

하 제어부(부하 MOS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다.

단위 화소(3)를 구성하는 증폭용 트랜지스터는 각 수직 신호선(19)에 접속되어 있고, 또한 수직 신호선(19)은 수직 열마다

부하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되고, 또한 각 부하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는, 부하 제어부로부터의 부

하 제어 신호(CT1d)가 공통으로 입력되어 있다. 신호 판독시에는, 각 증폭용 트랜지스터에 접속된 부하 MOS 트랜지스터

에 의해, 미리 결정된 정전류를 계속 흘리도록 되어 있다.

컬럼 처리부(26)의 각 컬럼 AD 회로(25)는, 1열분의 화소의 신호를 받아, 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통신·타이

밍 제어부(20)와 수직 주사 회로(14)의 협동 동작으로 기능하는 단위 신호 선택 제어부에서 지정된 화소 위치의 복수의 곱

의합 연산 처리 대상의 화소 신호(반드시 동일 수직 열 방향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를 순차적으로 받아, 그 복수의 화

소 신호에 기초하여 곱의합 연산을 행한다. 또한, 컬럼 AD 회로(25)는 그 결과 값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각 컬럼 AD 회로(25)는, 아날로그 신호를, 예를 들면 저속 클럭(CLK2)을 이용하여, 예를 들면 10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면서 곱의합 연산을 행하는 연산 기능이 부가된 ADC(Analog Digital Converter) 회로를 갖는다.

ADC 회로의 구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AD 변환은 다음과 같다. 콤퍼레이터(전압 비교기)에 램프 형상의 참조

신호(참조 전압)(RAMP)를 공급함과 동시에 클럭 신호에서의 카운트(계수)를 개시한다. 수직 신호선(19)을 통해 입력된

아날로그 화소 신호를 참조 신호(RAMP)와 비교함으로써 펄스 신호가 얻어질 때까지 카운트한다.

이 경우, 회로 구성을 수정함으로써, AD 변환과 함께, 수직 신호선(19)을 통해 입력된 전압 모드의 화소 신호에 대해, 화소

리셋 직후의 신호 레벨(노이즈 레벨)과, 수광 광량에 응답한 참된 신호 레벨(Vsig)의 차분을 얻는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이

에 의해, 고정 패턴 노이즈(FPN)나 리셋 노이즈라 불리는 노이즈 신호 성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컬럼 AD 회로(25)로 디지털화된 화소 데이터는, 수평 주사 회로(12)로부터의 수평 선택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도시하

지 않은 수평 선택 스위치를 통해 수평 신호선(18)에 전달되고, 다시 출력 회로(28)에 입력된다. 10비트는 일례이고, 10비

트 미만(예를 들면 8비트)나 10비트를 초과하는 비트수(예를 들면 14비트) 등, 그 밖의 비트수로 해도 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전하 생성부로서의 수광 소자가 행렬 형상으로 배치된 화소부(10)로부터는, 행마다 각 수직 열에

대해 화소 신호가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수광 소자(포토다이오드 등의 광전 변환 소자)가 행렬 형상으로 배치된 화

소부(10)에 대응하는 1매분의 화상, 즉 프레임 화상이, 화소부(10) 전체의 화소 신호의 집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컬럼 AD 회로와 참조 신호 생성부의 상세>

참조 신호 생성부(27)는, DA 변환 회로(DAC; Digital Analog Converter)(27a)를 갖는다. DA 변환 회로(27a)는 통신·타

이밍 제어부(20)로부터의 제어 데이터(CN4)로 표시되는 초기 값으로부터,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의 카운트 클럭

(CKdac)에 동기하여, 계단 형상의 톱니파(램프 파형)을 생성하고, 컬럼 처리부(26)의 개개의 컬럼 AD 회로(25)에, 이 생

성한 톱니파를 AD 변환용 참조 신호(ADC 기준 신호)(RAMP)로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를 생략하고 있지만, 노이즈

방지용 필터를 설치하면 좋다.

이 계단 형상의 톱니파는, 클럭 변환부(23)로부터의 고속 클럭, 예를 들면 체배 회로에서 생성되는 체배 클럭을 기초로 생

성함으로써, 단자(5a)를 통해 입력되는 마스터 클럭(CLK0)에 기초하여 생성하는 것보다도 고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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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 참조 신호 생성부(27)의 DA 변환 회로(27a)에 공급하는 제어 데이터(CN4)는, 비교 처리마

다의 램프 전압의 기울기(변화의 정도; 시간 변화량)를 지시하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카운트당의 전압

변화분을 설정하고, 단위 시간(카운트 클럭(CKdac))마다 1씩 카운트 값을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DA 변환 회로(27a)는, 제어 데이터(CN4)에 포함되어 있는 초기 값를 나타내는 전압(예를 들면 3.0V)으로부터,

카운트 클럭(CKdac)마다 ΔRAMP씩 전압을 저하시킨다. 카운트 클럭(CKdac)의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기울기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준에 대해 1/m 분주한 클럭을 사용하면 기울기가 1/m로 된다. 카운터부(254)에서의 카운트 클럭

(CK0)을 동일하다고 하면, 카운터부(254)에서는 동일한 화소 전압에 대해 카운트 값이 m배로 된다. 즉, 계수로서 m을 설

정할 수 있다. 참조 신호(RAMP)의 기울기를 변경함으로써, 후술하는 곱의합 연산 처리시의 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혹은 또 다른 타입의 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참조 신호 생성부(27)에 부여하는 카운트 클럭(CKdac)의 주기

를 일정하게 하면서, 카운터 출력 값을 x, 제어 데이터(CN4)에 포함되어 있는 램프 전압의 기울기(변화율)를 β라 하면

y=α(초기 값)-β*x에 의해 산출되는 전위를 출력한다. 이 방식에서, 제어 데이터(CN4)에 포함되어 있는 램프 전압의 기울

기(변화율)를 지시하는 정보에 의해, 1개의 카운트 클럭(CKdac)마다의 전압 변화분(ΔRAMP(=β))을 조정할 수 있다.

동일한 처리 대상의 화소 신호에 대한 기준 신호 레벨과 참인 신호 성분 레벨의 차를 구하는 신호 차분 처리시에는, 각각의

비교 처리의 램프 전압의 기울기(변화율)의 절대 값의 크기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신호 차분 처리로 구해지는 복수의 화상 신호(본 예에서는 화소 신호)에 대해 공간 차분 처리나 시간 차분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화상 신호에 대한 램프 전압의 기울기(변화율)의 절대 값의 크기를 동일하게 설정해도 되고, 그 램프 전압의 기

울기(변화율)의 절대 값의 크기를 상이한 것으로 해도 된다.

기울기(변화율)의 절대 값의 크기를 상이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각 단위 화소(3)로부터의 화소 신호(자세하게는 참인 신

호 성분)에 계수를 곱한 후에 부호도 포함한 총합을 구하는 기능, 즉 곱의합 연산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때, 3 이상의 화소

신호에 대한 공간 차분 처리나 시간 차분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울기(변화율)의 절대 값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화소

수와 상이한 것으로 하는 화소 수의 조합은 임의이다.

컬럼 AD 회로(25)는, 참조 신호 생성부(27)의 DA 변환 회로(27a)에서 생성되는 참조 신호(RAMP)와, 행 제어선(15)(H0,

H1, …)마다 단위 화소(3)로부터 수직 신호선(19)(V0, V1, …)을 경유하여 얻어지는 아날로그의 화소 신호를 비교하는 전

압 비교부(콤퍼레이터)(252)를 구비한다. 또한, 전압 비교부(252)가 비교 처리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을 카운트하고, 그

결과를 보유하는 카운터부(254)를 구비한다. 즉, n비트 AD 변환 기능을 갖고 있다.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전압 비교부(252)가 화소 신호의 리셋 성분(Δ V)과 신호 성분(Vsig) 중 어느 것에 대해 비교 처

리를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카운터부(254)에 있어서의 카운트 처리의 모드를 제어하는 제어부의 기능을 갖는다. 이 통신·

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 각 컬럼 AD 회로(25)의 카운터부(254)에는, 카운터부(254)가 다운 카운트 모드로 동작하는 것

인지 업 카운트 모드로 동작하는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한 모드 제어 신호(CN5)와, 카운터부(254)가 보유하고 있는 카운트

값을 초기 값에 리셋하는 리셋 제어 신호(CN6)가 입력되어 있다.

전압 비교부(252)의 한쪽 입력 단자(RAMP)는, 다른 전압 비교부(252)의 입력 단자(RAMP)와 공통으로, 참조 신호 생성부

(27)에서 생성되는 계단 형상의 참조 신호(RAMP)가 입력되고, 다른쪽 입력 단자에는, 각각 대응하는 수직 열의 수직 신호

선(19)이 접속되고, 화소부(10)로부터의 화소 신호 전압이 개별적으로 입력된다. 전압 비교부(252)의 출력 신호는 카운터

부(254)에 공급된다.

카운터부(254)의 클럭 단자(CK)에는, 다른 카운터부(254)의 클럭 단자(CK)와 공통으로,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

카운트 클럭(CK0)이 입력되어 있다.

이 카운터부(254)는, 그 구성에 대해서는 도시를 생략하지만, 래치로 구성된 데이터 기억부(255)의 배선 형태를 동기 카운

터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고, 1개의 카운트 클럭(CK0)의 입력으로 내부 카운트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카운

트 클럭(CK0)도, 계단 형상의 전압 파형과 마찬가지로, 클럭 변환부(23)로부터의 고속 클럭(예를 들면 체배 클럭)을 바탕

으로 생성함으로써, 단자(5a)를 통해 입력되는 마스터 클럭(CLK0)보다 고속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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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의 래치의 조합으로 n비트의 카운터부(254)를 실현할 수 있고, 각각 n개 래치를 구비한 2개 블록으로 구성된 데이터 기

억부(255)의 회로 규모에 비해 절반으로 된다. 또한, 카운터부(24)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 대폭 작아진

다.

제1 실시 형태의 카운터부(254)에 대한 상세 내용은 후술하지만, 카운터부(254)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카운트 모드

에 관계없이 공통의 업 다운 카운터(U/D CNT)를 이용하여, 동일한 화소 신호 혹은 물리적인 성질이 동일한 복수의 화소

신호에 대해 다운 카운트 동작과 업 카운트 동작을 전환하여 카운트 처리를 행할 수 있다.

카운터부(254)는, 카운트의 오버 플로우를 검출하는 구성이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처리하는 구성으로 한다.

예를 들면, 오버 플로우용 잉여 비트를 부가하거나 자리수 올림(carry), 또는 자리수 빌림(borrow)의 비트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공지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버 플로우나 부호에 대한 대처는 용이하게 실현 가능하다.

단위 화소(3)로부터 출력되는 화소 신호는, 통상적으로 참된 유효 신호 성분뿐만 아니라, 리셋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시계

열적으로는 우선 리셋 성분(기준 성분)이 나타난 후에, 리셋 성분에 중첩된 참된 유효 신호 성분이 나타난다. 리셋 성분 레

벨과 리셋 성분에 중첩된 참된 유효 신호 성분의 차가 참된 유효 신호 성분으로 된다.

이 때문에, 화소 신호에 대한 참된 유효 신호 성분(Vsig)의 디지털 데이터를 얻는 때에는, 동일한 화소 신호(Vx)에 대해,

기준 성분(리셋 성분(ΔV))과 참인 신호 성분에 대해 카운트 처리하여 AD 변환을 행할 때에, 기준 성분과 참인 신호 성분

중의 한쪽(통상은 리셋 성분)에 대해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른쪽(통상은 신호 성분) 카운트 처리의 초기 값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쪽 성분의 디지털 데이터를 카운트 처리로써 AD 변환을 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쌍방의 차분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한다. 즉, 기준 성분과 신호 성분을 포함하여 표시되는 아날로그 화상 신호의 기준 성분과 신호 성분

의 차 신호 성분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물리적인 성질이 동일한 복수의 상이한(예를 들면, 화소 위치가 상이하거나 또는 동일 화소 위치의 촬상 시각이 상이함) 처

리 대상의 화소 신호에 대해, 카운트 모드의 조합을 동일하게 하여 카운트 동작을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복수의 화소 신호

사이에서의 가산 연산을 실현한다. 또한, 카운트 모드의 조합을 전환하여(구체적으로는 조합을 반대로 함) 카운트 동작을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복수의 화소 신호 사이에 대한 차분(감산) 연산을 실현한다. 이들 연산 처리 모드의 전환은, 수평 주

사 회로(12)나 수직 주사 회로(14)의 주사 패턴을 통신·타이밍 제어부(20)에 의한 제어하에서 조정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카운터부(254)는, 복수의 단위 화소(3)의 화소 신호에 대해 각각 카운트 처리하여 AD 변환을 행할 때에, 각 화

소 신호 중의 한쪽에 대해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른쪽 화소 신호(나중의 카운트 처리의 대상 신호)의 카운트 처리의 초

기 값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다른쪽 화소 신호에 대해 카운트 처리로써 AD 변환을 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쌍방의 곱의합

연산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 경우, 각각에 대한 카운트 모드를 동일하게 하면, 나중의 카운트 처리시에 얻어지는 카운트 값은, 복수의 단위 화소(3)

의 화소 신호(자세하게는 참인 신호 성분)에 대한 가산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각각에 대한 카

운트 모드를 상이한 모드(반대 모드)로 하면, 나중의 카운트 처리시에 얻어지는 카운트 값은, 복수의 단위 화소(3)의 화소

신호에 대한 감산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3화소 이상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들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고, 각 단위 화소(3)로부터의 화소 신호(자세하게는 참인 신호 성분)에 대해 부호도 포함한 총합을 구하는 기능, 즉

곱의합 연산을 실현할 수 있다.

제1 실시 형태의 카운터부(254)는, 카운트 출력 값이 카운트 클럭(CK0)에 동기하여 출력되는 동기 카운터를 사용한다. 동

기 카운터인 경우, 모든 플립플롭(카운터 기본 요소)의 동작이 카운트 클럭(CK0)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고주파수의 동작

이 더 요구되는 경우에는, 카운터부(254)로서는, 그 동작 제한 주파수가 최초의 플립플롭(카운터 기본 요소)의 제한 주파

수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고속 동작에 적합한 비동기 카운터의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

카운터부(254)에는, 수평 주사 회로(12)로부터 제어선(12c)을 통해 제어 펄스가 입력된다. 카운터부(254)는, 카운트 결과

를 보유하는 래치 기능을 갖고 있고, 제어선(12c)을 통한 제어 펄스에 의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카운터 출력 값을 보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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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성의 컬럼 AD 회로(25)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수직 신호선(19)(V0, V1, …)마다 배치되고, 열 병렬

구성의 ADC 블록인 컬럼 처리부(26)가 구성된다.

개개의 컬럼 AD 회로(25)의 출력측은, 수평 신호선(18)에 접속되어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수평 신호선(18)은,

컬럼 AD 회로(25)의 비트 폭인 n비트 폭분의 신호선을 갖고, 도시하지 않은 각각의 출력선에 대응한 n개의 감지 회로를 경

유하여 출력 회로(28)에 접속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컬럼 AD 회로(25)는, 화소 신호 판독 기간에 있어서 카운트 동작을 행하고, 소정의 타이밍으로

카운트 결과를 출력한다. 특히, 전압 비교부(252)에서는, 참조 신호 생성부(27)로부터의 램프 파형 전압과, 수직 신호선

(19)을 통해 입력되는 화소 신호 전압을 비교하고, 쌍방의 전압이 동일하게 되면, 전압 비교부(252)의 콤퍼레이터 출력이

반전(본 예에서는, H레벨로부터 L레벨로 천이)된다.

카운터부(254)는, 참조 신호 생성부(27)로부터 발생하는 램프 파형 전압에 동기하여 다운 카운트 모드 혹은 업 카운트 모

드로 카운트 동작을 개시하고 있고, 콤퍼레이터 출력의 반전된 정보가 카운터부(254)에 통지되면, 카운트 동작을 정지하

고, 그 시점의 카운트 값을 화소 데이터로서 래치(유지 기억)함으로써 AD 변환을 완료한다.

이후, 카운터부(254)는, 소정의 타이밍으로 수평 주사 회로(12)로부터 제어선(12c)을 통해 입력되는 수평 선택 신호(CH

(i))에 의한 시프트 동작에 기초하여, 기억ㆍ보유한 화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컬럼 처리부(26) 밖이나 화소부(10)를 갖

는 칩 밖으로 출력 단자(5c)로부터 출력한다.

본 실시 형태의 설명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하지 않았으나, 그 밖의 각종 신호 처리 회로 등도, 고체

촬상 장치(1)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제1 실시 형태; 신호 취득 차분 처리의 동작>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1)의 컬럼 AD 회로(25)에 있어서의 기본 동작인 신호 차분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이다.

화소부(10)의 각 단위 화소(3)에서 감지된 아날로그 화소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소정의

기울기로 하강하는 램프파 형상의 참조 신호(RAMP)와 단위 화소(3)로부터의 화소 신호에 있어서의 기준 성분이나 신호

성분의 각 전압이 일치하는 점을 찾고, 이 비교 처리에서 이용하는 참조 신호(RAMP)의 생성 시점으로부터, 화소 신호에

있어서의 기준 성분이나 신호 성분에 응답한 전기 신호와 참조 신호가 일치한 시점까지를 카운트 클럭으로 카운트(계수)함

으로써, 기준 성분이나 신호 성분의 각 크기에 대응한 카운트 값을 얻는 방법을 채택한다.

수직 신호선(19)으로부터 출력되는 화소 신호는, 시간 계열로서, 기준 성분으로서의 화소 신호의 잡음을 포함하는 리셋 성

분(ΔV) 후에 신호 성분(Vsig)이 나타나는 것이다. 1회째의 처리를 기준 성분(리셋 성분(ΔV))에 대해 행하는 경우, 2회째

의 처리는 기준 성분(리셋 성분(ΔV))에 신호 성분(Vsig)을 가한 신호에 대한 처리로 된다. 이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회째의 판독을 위해, 우선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모드 제어 신호(CN5)를 로우 레벨로 하여 카운터부(254)를 다운

카운트 모드로 설정할 뿐만 아니라, 리셋 제어 신호(CN6)를 소정 기간 액티브(본 예에서는 하이 레벨)로 하여 카운터부

(254)의 카운트 값을 초기 값 "0"으로 리셋시킨다(t9). 임의의 행(Hx)의 단위 화소(3)로부터 수직 신호선(19)(V0, V1, …)

으로의 1회째의 판독이 안정된 후,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참조 신호 생성부(27)를 향해 참조 신호(RAMP) 생성용 제

어 데이터(CN4)를 공급한다.

이것을 받아, 참조 신호 생성부(27)는, 전압 비교부(252)의 한쪽 입력 단자(RAMP)에의 비교 전압으로서, 전체적으로 톱니

형상(RAMP 형상)으로 시간 변화시킨 계단 형상의 파형(RAMP 파형)을 입력한다. 전압 비교부(252)는, 이 RAMP 파형의

비교 전압과 화소부(10)로부터 공급되는 임의의 수직 신호선(19)(Vx)의 화소 신호 전압을 비교한다.

전압 비교부(252)의 입력 단자(RAMP)에의 참조 신호(RAMP)의 입력과 동시에, 전압 비교부(252)에 있어서의 비교 시간

을, 행마다 배치된 카운터부(254)로 계측하기 위해, 참조 신호 생성부(27)로부터 발생하는 램프 파형 전압에 동기하여

(t10), 카운터부(254)의 클럭 단자에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 카운트 클럭(CK0)을 입력하고, 1회째의 카운트 동작

으로서, 초기 값 "0"으로부터 다운 카운트를 개시한다. 즉,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카운트 처리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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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비교부(252)는, 참조 신호 생성부(27)로부터의 램프 형상의 참조 신호(RAMP)와 수직 신호선(19)을 통해 입력되는

화소 신호 전압(Vx)을 비교하고, 쌍방의 전압이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 콤퍼레이터 출력을 H레벨로부터 L레벨로 반전시

킨다(t12). 즉, 리셋 성분(Vrst)에 응답한 전압 신호와 참조 신호(RAMP)를 비교하고, 리셋 성분(Vrst)의 크기에 대응한 시

간 경과후에 액티브 로우(L)의 펄스 신호를 생성하여, 카운터부(254)에 공급한다.

이 결과를 받아, 카운터부(254)는, 콤퍼레이터 출력의 반전과 거의 동시에 카운트 동작을 정지하고, 그 시점의 카운트 값을

화소 데이터로서 래치(보유ㆍ기억)함으로써 AD 변환을 완료한다(t12). 즉, 전압 비교부(252)에 공급하는 램프 형상의 참

조 신호(RAMP)의 생성과 함께 다운 카운트를 개시하고, 비교 처리에 의해 액티브 로우(L)의 펄스 신호가 얻어질 때까지

클럭(CK0)으로 카운트(계수)함으로써, 리셋 성분(Vrst)의 크기에 대응한 카운트 값을 얻는다.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소정의 다운 카운트 기간을 경과하면(t14), 전압 비교부(252)에의 제어 데이터의 공급과, 카운

터부(254)에의 카운트 클럭(CK0)의 공급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전압 비교부(252)는, 램프 형상의 참조 신호(RAMP)의

생성을 정지한다.

이 1회째의 판독시에는, 화소 신호 전압(Vx)에서의 리셋 레벨(Vrst)을 전압 비교부(252)로 검출하여 카운트 동작을 행하

고 있기 때문에, 단위 화소(3)의 리셋 성분(ΔV)을 판독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 리셋 성분(ΔV) 내에는, 단위 화소(3)마다 변동되는 잡음이 오프셋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리셋 성분(ΔV)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작고, 또한 리셋 레벨(Vrst)은 대체로 모든 화소 공통이다. 따라서, 임의의 수직 신호선(19)의 화소 신

호 전압(Vx)에 있어서의 리셋 성분(ΔV)의 출력 값은 대략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1회째의 리셋 성분(ΔV)의 판독시에는, RAMP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다운 카운트 기간(t10∼t14; 비교 기간)을 짧

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리셋 성분(ΔV)에 대한 비교 처리의 최장 기간을, 7비트분의 카운트 기간(128

클럭)으로 하여 리셋 성분(ΔV)의 비교를 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2회째의 판독시에는, 리셋 성분(ΔV) 외에, 단위 화소(3)마다의 입사 광량에 부합한 전기 신호 성분(Vsig)을 판독

하고, 1회째의 판독과 마찬가지의 동작을 행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모드 제어 신호(CN5)를 하

이 레벨로 하여 카운터부(254)를 업 카운트 모드로 설정한다(t18). 그리고, 임의의 행(Hx)의 단위 화소(3)로부터 수직 신

호선(19)(V0, V1, …)에의 2회째의 판독이 안정된 후,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참조 신호 생성부(27)를 향해 참조 신호

(RAMP) 생성용 제어 데이터(CN4)를 공급한다.

이것을 받아, 참조 신호 생성부(27)는, 전압 비교부(252)의 한쪽 입력 단자(RAMP)에의 비교 전압으로서, 전체적으로 톱니

형상(RAMP 형상)으로 시간 변화시킨 계단 형상의 파형(RAMP 파형)을 입력한다(t20). 전압 비교부(252)는, 이 RAMP 파

형의 비교 전압과 화소부(10)로부터 공급되는 임의의 수직 신호선(19)(Vx)의 화소 신호 전압을 비교한다.

전압 비교부(252)의 입력 단자(RAMP)에의 참조 신호(RAMP)의 입력과 동시에, 전압 비교부(252)에 있어서의 비교 시간

을, 행마다 배치된 카운터부(254)로 계측하기 위해, 참조 신호 생성부(27)로부터 발생하는 램프 파형 전압에 동기하여

(t20), 카운터부(254)의 클럭 단자에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 카운트 클럭(CK0)을 입력하고, 2회째의 카운트 동작

으로서, 1회째의 판독시에 취득된 단위 화소(3)의 리셋 성분(ΔV)에 대응하는 카운트 값으로부터, 1회째와는 반대로 업 카

운트를 개시한다. 즉, 플러스의 방향으로 카운트 처리를 개시한다.

전압 비교부(252)는, 참조 신호 생성부(27)로부터의 램프 형상의 참조 신호(RAMP)와 수직 신호선(19)을 통해 입력되는

화소 신호 전압(Vx)를 비교하고, 쌍방의 전압이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 콤퍼레이터 출력을 H레벨로부터 L레벨로 반전시

킨다(t22). 즉, 신호 성분(Vsig)에 응답한 전압 신호와 참조 신호(RAMP)를 비교하고, 신호 성분(Vsig)의 크기에 대응한 시

간 경과후에 액티브 로우(L)의 펄스 신호를 생성하여 카운터부(254)에 공급한다.

이 결과를 받아, 카운터부(254)는, 콤퍼레이터 출력의 반전과 거의 동시에 카운트 동작을 정지하고, 그 시점의 카운트 값을

화소 데이터로서 래치(유지 기억)함으로써 AD 변환을 완료한다(t22). 즉, 전압 비교부(252)에 공급하는 램프 형상의 참조

신호(RAMP)의 생성과 함께 다운 카운트를 개시하고, 비교 처리에 의해 액티브 로우(L)의 펄스 신호가 얻어질 때까지 클럭

(CK0)으로 카운트(계수)함으로써, 신호 성분(Vsig)의 크기에 대응한 카운트 값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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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소정의 다운 카운트 기간을 경과하면(t24), 전압 비교부(252)에의 제어 데이터의 공급과, 카운

터부(254)에의 카운트 클럭(CK0)의 공급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전압 비교부(252)는, 램프 형상의 참조 신호(RAMP)의

생성을 정지한다.

이 2회째의 판독시에는, 화소 신호 전압(Vx)에 있어서의 신호 성분(Vsig)을 전압 비교부(252)로 검출하여 카운트 동작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화소(3)의 신호 성분(Vsig)을 판독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카운터부(254)에 있어서의 카운트 동작을, 1회째의 판독시에는 다운 카운트, 2회째의 판독시에

는 업 카운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카운터부(254)내에서 자동적으로 수학식 1로 나타내는 감산이 행해지고, 이 감산 결과

에 따른 카운트 값이 n비트의 디지털 값으로서 카운터부(254)에 보유된다.

(2회째의 비교 기간에 있어서의 카운트 값)-(1회째의 비교 기간에 있어서의 카운트 값)

여기에서, 수학식 1은 수학식 2와 같이 변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카운터부(254)에 보유되는 카운트 값은 신호 성분

(Vsig)에 응답한 n비트의 디지털 값으로 된다.

(2회째의 비교 기간에 있어서의 카운트 값)-(1회째의 비교 기간에 있어서의 카운트 값)

=(신호 성분(Vsig)+리셋 성분(ΔV)+컬럼 AD 회로(25)의 오프셋 성분)-(리셋 성분(ΔV)+컬럼 AD 회로(25)의 오프셋 성

분)

=(신호 성분(Vsig))

즉, 전술한 바와 같이 하여, 1회째의 판독시에 있어서의 다운 카운트와 2회째의 판독시에 있어서의 업 카운트와 같은, 2회

의 판독과 카운트 처리에 의한 카운터부(254)내에서의 감산 처리에 의해, 단위 화소(3)마다의 변동을 포함한 리셋 성분

(ΔV)과 컬럼 AD 회로(25)마다의 오프셋 성분을 제거할 수 있고, 단위 화소(3)마다의 입사 광량에 부합한 전기 신호 성분

(Vsig)만을 간단한 구성으로 취출할 수 있다. 이 때, 리셋 잡음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실시 형태의 컬럼 AD 회로(25)는, 아날로그 화소 신호를 디지털의 화소 데이터로 변환하는 디지털 변환부로서

뿐만 아니라, CDS(Correlated Double Sampling) 처리 기능부로서도 동작하게 된다.

수학식 2에서 얻어지는 카운트 값이 나타내는 화소 데이터는 플러스의 신호 전압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수 연산 등이 불필

요해지고, 기존의 시스템과의 친화성이 높다.

2회째의 판독시에는, 입사 광량에 부합한 전기 신호 성분(Vsig)을 판독한다. 따라서, 광량의 대소를 넓은 범위에서 판정하

기 위해, 업 카운트 기간(t20∼t24; 비교 기간)을 넓게 취하여 전압 비교부(252)에 공급하는 램프 전압을 크게 변화시킬 필

요가 있다.

그래서 본 실시 형태에서는, 신호 성분(Vsig)에 대한 비교 처리의 최장 기간을, 10비트분의 카운트 기간(1024 클럭)으로

하여, 신호 성분(Vsig)의 비교를 행하고 있다. 즉,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에 대한 비교 처리의 최장 기간을, 신호 성분

(Vsig)에 대한 비교 처리의 최장 기간보다 짧게 한다.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과 신호 성분(Vsig)의 쌍방의 비교 처리의

최장 기간, 즉 AD 변환 기간의 최대 값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에 대한 비교 처리의 최장

기간을 신호 성분(Vsig)에 대한 비교 처리의 최장 기간보다 짧게 함으로써, 2회에 걸친 토탈 AD 변환 기간이 짧아지도록

고안한다.

이 때, 2회에 걸친 총 처리 시간은, 1행 기간(1수평 처리 기간)내에 들어가 도록 한다. 이 조정은, 신호의 최대 폭(다이나믹

레인지)에 할당하는 비트수와 1비트에 할당하는 카운트 클럭(CK0)의 주기 설정으로 행할 수 있다. 참조 신호 생성부(27)

로부터 발생하는 참조 신호(RAMP)는, 신호의 최대 폭(다이나믹 레인지)를 커버하도록 한다.

참조 신호(RAMP)의 기울기나 카운트 클럭(CK0)의 주기를 일정하게 한 경우, 비트수를 조정함으로써, AD 변환 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트수를 "m" 줄이면, AD 변환 기간을 1/(2^m; "^"은 누승을 나타냄)로 할 수 있다. 카운트 클럭

(CK0)의 주기를 일정하게 하고, 참조 신호(RAMP)의 기울기를 1/k배하면, 신호에 대한 계수(게인)을 k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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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성분과 신호 성분의 각 AD 변환 기간을 상이한 것으로 하는 경우, 1회째와 2회째의 비교 비트수가 상이하다. 이 경

우, 통신·타이밍 제어부(20)로부터 제어 데이터를 참조 신호 생성부(27)에 공급하고, 이 제어 데이터에 기초하여 참조 신호

생성부(27)로써 램프 전압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램프 전압의 기울기, 즉 참조 신호(RAMP)의 변화율을 1회째와 2회째

에서 동일하게 한다. 디지털 제어로 램프 전압을 생성하기 때문에, 램프 전압의 기울기를 1회째와 2회째에서 동일하게 하

는 것이 용이하다. 이에 의해, AD 변환의 정밀도를 동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업 다운 카운터에 의한 수학식 1로 나타낸

감산 결과가 정확하게 얻어진다.

2회째의 카운트 처리가 완료된 후의 소정의 타이밍에서(t28),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수평 주사 회로(12)에 대해 화소

데이터의 판독을 지시한다. 이것을 받아, 수평 주사 회로(12)는, 제어선(12c)을 통해 카운터부(254)에 공급하는 수평 선택

신호(CH(i))를 순차적으로 시프트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운터부(254)에 기억 유지한 수학식 2로 나타내는 카운트 값, 즉 n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로 표시된 화소

데이터가, n개의 수평 신호선(18)을 통해, 순차적으로, 컬럼 처리부(26) 밖이나 화소부(10)를 갖는 칩 밖으로 출력 단자

(5c)로부터 출력된다. 그 후, 순차적으로 행마다 마찬가지의 동작이 반복됨으로써, 2차원 화상을 표시하는 영상 데이터

(D1)가 얻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준 성분(리셋 성분)과 참인 신호 성분에 대해 카운트 처리하여 AD 변환을 행할 때에, 동일한 화소 신

호에 대해 다운 카운트 동작과 업 카운트 동작을 전환하여(구체적으로는 반대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할 뿐만 아니라, 기

준 성분(리셋 성분)과 참인 신호 성분 중의 어느 한쪽(앞선 예에서는 기준 성분)에 대해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카운트 값)

를 다른쪽(앞선 예에서는 신호 성분) 성분에 대한 카운트 처리의 초기 값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다른쪽(앞선 예에서는 신

호 성분) 성분에 대한 카운트 처리로써 AD 변환을 완료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쌍방의 차분 결과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한

다. 즉, 기준 성분과 신호 성분을 포함하여 표시되는 아날로그 화소 신호의 기준 성분과 신호 성분의 차 신호 성분을 디지

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시간 가산 처리의 동작; 제1 예>

도 3은,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1)의 컬럼 AD 회로(25)에 있어서의 시간 가산 처리시의 제1 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이다. 도 4 내지 도 5(c)는, 제1 예의 시간 가산 처리의 처리 모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시간 가산 처리는, 곱의합 연산 처리 기능으로서, 시간 가산 처리를 행함으로써, 다이나믹 레인지의 확

대를 가능하게 구성한 점에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서, 시간 가산 처리를 행할 때에는, 각각 상이한 축적 시간하에서 취득된

복수의 처리 대상 화소 신호를 취급하여 가산 연산을 행한다. 이에 따라 축적 시간이 상이한 화상을 합성한 합성 화상을,

연산 완료 화상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 이 연산 완료 화상(합성 화상)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화상으로 된다.

시간 가산 처리로서, 축적 시간이 상이한 화상을 취급하는 경우, 가산 연산의 대상 화소는 동일 배열 위치의 것으로 한다.

축적 시간의 설정 범위로서는, 장시간 축적측은 대강 1프레임 기간 근방에 축적 시간을 설정한다. 전자 셔터 기능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축적 시간을 더욱 짧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단시간 축적측은, 1수평 기간(예를 들면, 64 마이크로초)

이하의 축적 시간으로 한다. 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수평 행(주사선)마다 주사하는 시간만큼 축적 기간이 어긋난다는

CMOS 센서 특유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평 행(주사선)마다 주사하여 화소 신호를 판독할 때에, 동일 수평 기간내에서, 장

시간 축적측의 화소 신호의 판독을 행한 후에 단시간 축적을 행하고, 즉시 그 단시간 축적측의 화소 신호의 판독을 행하기

위함이다.

카운터부(254)는, n비트의 디지털 값을 판독한 후에도, 그 디지털 값을 카운터부(254) 내부에 보유할 수 있다. 시간 가산

처리시에는, 카운터부(254)의 데이터 보유 특성을 이용하여 복수의 화소 신호에 대한 디지털 가산 처리를 행한다.

카운터를 이용하여 가산 연산을 행하는 경우, 처리 대상 화소 신호의 AD 변환 처리에 있어서의 리셋 성분(ΔV)과 신호 성

분(Vsig)에 대한 카운트 모드의 조합을 동일하게 하면 된다. 즉, 시간 가산 처리시에는, 예를 들면 비교적 장시간 축적된 제

1 처리 대상 화소의 AD 변환 처리가 완료된 후에 카운터부(254)를 리셋하지 않고, 리셋 성분(ΔV)와 신호 성분(Vsig)에 대

해, 비교적 단시간 축적된 제2 처리 대상 화소의 AD 변환 처리시의 카운트 모드의 조합과 동일한 조합으로 각 처리 대상

화소 신호의 AD 변환 처리를 행하도록 한다. 이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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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교적 장시간 축적된 제1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1)에 대해, 1회째의 판독시에 다운 카

운트 처리를 하고, 2회째의 판독시에 업 카운트 처리를 행함으로써 카운터부(254)내에서의 감산 처리에 의해, 단위 화소

(3)의 입사 광량에 부합한 전기 신호 성분(Vsig1)만을 추출할 수 있다(t10∼t24). 이 때의 카운터부(254)에 보유되는 수학

식 2로 표시되는 카운트 값은, 플러스의 신호 전압(Vsig1)을 나타내는 n비트의 디지털 값이다.

비교적 단시간 축적된 제2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2)에 대해서도, 1회째의 판독시에 다운 카운트 처리를 하고 2회

째의 판독시에 업 카운트 처리를 행한다. 즉, 1번째의 처리 대상의 화소 신호에 대한 AD 변환 처리시의 카운트 모드의 조

합과 동일한 조합으로 AD 변환 처리를 행한다(t30∼t44). 이에 의해, 카운터부(254)내에서 자동적으로 수학식 1로 나타내

는 감산이 행해지고, 이 감산 결과에 따른 카운트 값이 카운터부(254)에 보유된다.

비교적 단시간 축적된 제2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2)에 대한 AD 변환 처리시에는, 비교적 장시간 축적된 제1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1)에 대한 AD 변환 처리시의 카운트 모드의 조합과 동일한 조합으로 AD 변환 처리를 행한다. 따

라서, 카운터부(254)에 보유되는 카운트 값은, 수학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호 성분(Vsig2)에 따른 것으로 됨과 아울

러, 플러스의 신호 전압(Vsig2)을 나타내는 n비트의 디지털 값이다.

(2회째의 비교 기간에 있어서의 카운트 값)-(1회째의 비교 기간에 있어서의 카운트 값)

=-(신호 성분(Vsig2)+리셋 성분(ΔV2)+컬럼 AD 회로(25)의 오프셋 성분)+(리셋 성분(ΔV2)+컬럼 AD 회로(25)의 오프

셋 성분)

=-(신호 성분(Vsig2))

비교적 장시간 축적된 제1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1)에 대한 2회째의 카운트 처리가 완료된 후에, 비교적 단시간 축

적된 제2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2)에 대해, 1회째의 업 카운트 처리를 개시할 때에, 카운터부(254)에 보유되어 있

는 카운트 값을 리셋하지 않고 계속해서 카운트 처리를 행한다. 다음으로, 수학식 3의 카운트 값에 대해 수학식 2의 카운트

값이 가산된다.

따라서, 비교적 단시간 축적된 제2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2)에 대한 2회째의 카운트 처리가 완료된 후에 카운터부

(254)에 보유되는 카운트 값은, 수학식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축적 시간이 상이한 2개의 화소 신호(V1, V2) 사이에서의

가산 연산의 결과(Vsig1+Vsig2)를 나타내는 n비트의 디지털 값으로 된다.

최초의 화소 신호에 대한 카운트 값+(2회째의 비교 기간)-(1회째의 비교 기간)

=(신호 성분(Vsig)+리셋 성분(ΔV)+컬럼 AD 회로(25)의 오프셋 성분)+(리셋 성분(ΔV)+컬럼 AD 회로(25)의 오프셋 성

분)

=(신호 성분(Vsig1)+신호 성분(Vsig2))

축적 시간이 상이한 복수의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에 대해 AD 변환 처리가 완료된 후의 소정의 타이밍에서(t48), 통

신·타이밍 제어부(20)는 수평 주사 회로(12)에 대해 화소 데이터의 판독을 지시한다. 이것을 받아, 수평 주사 회로(12)는,

제어선(12c)을 통해 카운터부(254)에 공급하는 수평 선택 신호(CH(i))를 순차적으로 시프트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운터부(254)에 기억ㆍ보유한 수학식 4로 나타내는 카운트 값, 즉 2개의 화소 신호(V1, V2) 사이에서

의 가산 연산의 결과(Vsig1+Vsig2)를 나타내는 n비트의 디지털 데이터가, n개의 수평 신호선(18)을 통해, 순차적으로, 컬

럼 처리부(26) 밖이나 화소부(10)를 갖는 칩 밖으로 출력 단자(5c)로부터 출력된다. 그 후, 순차적으로 다른 행의 화소 신

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동작이 반복된다. 그 결과, 축적 시간이 상이한 복수의 처리 대상 화소 신호 사이에서의 가산 연

산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차원의 가산 화상을 표시하는 연산 데이터(D2)가 얻어진다.

이미지 센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60㏈라고 가정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축적을 1프레임 기간 근방의 적당한 기간, 예를

들면 약 1/15밀리초 정도로 설정하고, 단시간 축적을 1수평 기간 이하의 적당한 기간, 예를 들면 약 1/15 마이크로초 정도

로 설정한다. 이 경우,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시간 축적 시간의 광량에 대한 센서 출력은, 광량의 변화에 대해 3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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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대응하게 된다(장시간 축적 감도 곡선을 참조). 또한, 단시간 축적 시간의 광량에 대한 센서 출력도, 광량의 변화에 대

해 3자릿수까지 대응하게 된다(단시간 축적 감도 곡선을 참조). 그러나 단시간 축적 시간에 축적된 화소에 의해 걸출된 광

량은 장시간 축적 시간에 축적된 화소에 의해 검출할 수 있는 광량과 3자릿수 어긋나게 된다.

제1과 제2 축적 시간이 상이한 출력을 가산 연산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산 연산의 결과(Vsig1+Vsig2)에 의해, 6자릿수 즉

120㏈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a)∼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시간 축적 시간에서는 포화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화상(도 5(a) 참조)을, 단시간 축적 시간에서 검출된 화상(도 5(b) 참조)으로 보충할 수 있다. 따라

서, 한쪽의 축적 시간만으로는 화상 출력할 수 없는 포화 레벨 이상에 대해서도 재현할 수 있게 된다(도 5(c) 참조).

"1필드 주기"는, 촬상면 상을 2차원 주사하여 화상을 판독하는 기간(구체적으로는 1수직 주사 주기)이고, "1프레임 주기"

는, 촬상면 상의 모든 화소로 화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모든 행을 차례로 수직 방향으로 주사하는 순차 주사

(프로그레시브 주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1필드 주기"가 "1프레임 주기”로 된다. 이에 대해, 한쪽의 수직 주사시에는 행을

솎아내어 차례로 수직 방향으로 주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쪽의 수직 주사시에는 한쪽의 수직 주사시에 솎아낸 행을 보완하

도록 수직 방향으로 주사하는 비월 주사(인터레이스 주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k 필드"가 "1프레임"으로 된다. "k"는 솎아

냄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서, 통상은 k=2로 한다. 순차 주사인지 비월 주사인지에 관계없이 촬상면 상을 2차원 주사하여 화

상을 판독하는 1수직 주사 주기를, 광의의 "1 프레임"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의 설명에 있어서의 프레임은

광의의 프레임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간 가산 처리의 응용으로서, 축적 시간이 상이한 동일 위치의 복수의 화소 신호에 대해 각각 카

운트 처리하여 AD 변환을 행할 때에, 각 화소 신호 중의 한쪽에 대해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른쪽 화소 신호(나중의 카

운트 처리의 대상 신호)의 카운트 처리의 초기 값으로 한다. 따라서, 복수의 단위 화소(3) 중의 다른쪽에 대해 카운트 처리

로써 AD 변환을 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화소 신호에 대한 가산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n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

하여 연산 데이터(D2)로서 출력할 수 있다. 본 예에 있어서는, 연산 데이터(D2)로서, 더 넓은 입사 광량에 대해 포화하기

어려운 신호 출력이 얻어지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대 가능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를 실현

하면서 디지털 화상 데이터의 비트 폭을 n비트로 유지, 즉 비트 폭을 압축할 수 있다. 따라서, 백색의 번짐이나 흑색의 뭉개

짐이 완화된 광량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화상을 취득 할 수 있게 된다.

가산기, 라인 메모리 장치 등의 추가 회로 없이, 축적 시간이 상이한 동일 위치의 복수의 화소 신호의 디지털 값의 가산 연

산을 온 칩으로 실행할 수 있다. 축적 시간이 상이한 화상을 디지털 값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메모리 등의 외

부 회로의 추가나, 내부 회로의 추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간단한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

동일 수평 기간내에서, 장시간 축적측의 화소 신호의 판독을 행한 후에 단시간 축적을 행하고, 즉시 그 단시간 축적측의 화

소 신호의 판독을 행한다. 따라서, 동일한 행의 장시간 축적 신호와 단시간 축적 신호가 거의 동일한 타이밍으로 순차적으

로 출력되므로, 2개 신호를 서로 동기화하기 위한 메모리가 불필요하다.

축적 시간이 상이한 2개(필요에 따라 축적 시간이 상이한 화소 신호를 더욱 증가시켜도 됨)의 화소 신호의 합성에 의해 다

이나믹 레인지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화소내 메모리 등 전용의 화소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통상의 화소 구조

의 디바이스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센서 디바이스로서의 제한이 없다.

<시간 가산 처리의 동작; 제2 예>

도 6은,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1)의 컬럼 AD 회로(25)에 있어서의 시간 가산 처리시의 제2 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이다. 도 7은 제2 예의 시간 가산 처리의 처리 양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2 예는, 제1

예에 비해 참조 신호 생성부(27)의 작용을 변형하고 있다.

제1 예의 모드의 경우, 실제로는 단순한 가산 처리에서는, 광량에 대한 센서 출력이 광도와 적합한 이상적인 니(knee) 특

성으로는 되지 않는다. 즉, 광량의 대수에 비례하여 밝기를 식별한다는 인간의 시각 특성에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도를 고려하도록, 비교 처리에 사용되는 참조 신호의 시간 변화량을 조정함으로써, 가산

연산에 있어서의 처리 대상 화상 신호에 대한 계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교적 단시간의 축적 시간하에서

취득된 화상에 대해 참조 신호의 시간 변화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통상의 축적 시간의 조건하에서 포

화될 것 같은 고 레벨의 신호를 포화하지 않고 광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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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시간 축적측의 화소 신호를 AD 변환할 때에, 참조 신호 생성부(27)로써 발생시

키는 참조 신호(RAMP)를, 선형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기울기를 여러 단계에 걸쳐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선형성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2차 함수 등의 고차 함수에 따라 연속적으로 점차 변화시

켜도 된다.

이 때의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인간의 눈의 감도의 대수 특성에 맞춰, 또한 인간의 눈이 암부에서의 밝기의 변화에 민

감한 것에 적합하도록 암부에서의 계조 정밀도를 유지하고, 인간의 눈이 명부에서의 밝기의 변화에 둔감한 것에 적합하도

록 명부에서의 계조 정밀도를 후하게 한다. 구체적으로는, AD 변환의 초기에 있어서 참조 전위(RAMP)의 기울기를 작게

함으로써 계수를 크게 설정(높은 게인으로 함)하고, AD 변환이 진행됨에 따라, 참조 전위(RAMP)의 기울기를 크게 하는

것이 좋다. 인간의 시각 특성에 맞춰 고휘도의 범위를 압축한 특성인 니 특성을 실현한다.

이와 같은 변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DA 변환 회로(27a)가 클럭마다 ΔRAMP씩 전압을 저하시키도록 하

면서, 참조 신호 생성부(27)의 DA 변환 회로(27a)에 공급하는 카운트 클럭(CKdac)의 주기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통신·타이밍 제어부(20)는, 참조 신호 생성부(27)에 대해 t40 시점부터 Ta 시점까지는 기준 카운트 클럭

(CKdac)에 대해 1/ma(예를 들면, 1/2) 분주한 클럭을 공급하여 계수를 ma(예를 들면 2배)로 하는 직선(y1)에 따른 전위

를 부여한다. 다음으로, Ta 시점부터 Tb 시점까지는 기준 카운트 클럭(CKdac)을 공급하여 직선(y2)에 따른 전위를 부여

하고, Tb 시점 이후는 기준 카운트 클럭(CKdac)에 대해 mb배(예를 들면, 2배)한 클럭을 공급하여 계수를 1/mb(예를 들

면, 1/2배)로 하는 직선(y3)에 따른 전위를 부여하면 된다.

혹은, 참조 신호 생성부(27)의 DA 변환 회로(27a)에 부여하는 카운트 클럭(CKdac)의 주기를 일정하게 하면서, 카운터 출

력 값(x), 제어 데이터(CN4)에 포함되어 있는 램프 전압의 기울기(변화율)(β)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면 t40 시점

부터 Ta 시점까지는 y1=α1(초기 값)-β1*x에 의해 산출되는 전위를 출력한다. Ta 시점부터 Tb 시점까지는 y2=α2(초기

값)-β2*x에 의해 산출되는 전위를 출력한다. Tb 시점 이후는 y3=α3(초기 값)-β3*x에 의해 산출되는 전위를 출력하도록

하여도 된다. α1＜α2＜α3이고, 예를 들면 1/2:1:2 등으로 하고, 또한 β1＜β2＜β3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시간 축적 감도 곡선에는 게인 성분을 갖게 하면서, 고휘도측에서 감마 보정

을 실시하는, 즉 인간의 시각 특성에 맞춰 고휘도의 범위를 압축한 특성인 니 특성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모든 예에서 꺽은선 형상으로 참조 신호(RAMP)를 변화시키는 예로 나타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지수 함수 형

상이나 2차 함수 형상 등의 비선형으로 참조 신호(RAMP)가 변화하는 특성으로 해도 된다.

이와 같이, 단시간 축적측의 화소 신호를 AD 변환할 때에, 참조 신호 생성부(27)로써 발생시키는 참조 신호(RAMP)를, 기

울기를 점차 변화시키도록 하면, 다른 축적 시간의 합성에 의해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감도 특성

에 감마 보정을 실시하여 더 자연스러운 센서 특성을 실현할 수 있다. 상이한 축적 시간 동안의 감도 차를 자연스럽게 연결

할 수 있고, 더 자연스러운 화상을 합성할 수 있게 된다.

<제2 실시 형태; 고체 촬상 장치의 구성; 단시간 축적의 확장 대응>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CMOS 고체 촬상 장치의 개략 구성도이다. 도 9는 단위 화소(3)의 구성예와 구동

회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제2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1)는, 제1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1)에 비해, 장단 각각의 축적 시간(노광 시간)을 제

어하는 전용의 기능부로서, 수직 주사 회로(14)와는 독립적으로, 장시간 축적을 제어하는 축적 시간 제어부(14A)와, 단시

간 축적을 제어하는 축적 시간 제어부(14B)를 구비하고 있다.

단위 화소(3)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CMOS 센서로서 범용적인 4TR 구성의 것이다. 또, 도시를 생략하지만, 4TR 구

성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특허 제2708455호 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신호 전하에

대응하는 신호 전압을 증폭하기 위한, 드레인선(DRN)에 접속된 증폭용 트랜지스터와, 전하 생성부를 리셋하기 위한 리셋

트랜지스터와, 수직 시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전송 배선(TRF)을 통해 주사되는 판독 선택용 트랜지스터(전송 게이트부)를

갖는, 3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3TR 구성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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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에 도시한 4TR 구성의 단위 화소(3)는, 빛을 전하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 기능와 함께, 그 전하를 축적하는 전하 축적

기능의 각 기능을 겸비한 전하 생성부(32)와, 전하 생성부(32)에 대해, 전하 판독부(전송 게이트부/판독 게이트부)의 일례

인 판독 선택용 트랜지스터(34), 리셋 게이트부의 일례인 리셋 트랜지스터(36), 수직 선택용 트랜지스터(40), 및 플로팅 디

퓨전(38)의 전위 변화를 검출하는 검출 소자의 일례인 소스 폴로워 구성의 증폭용 트랜지스터(42)를 갖는다.

판독 선택용 트랜지스터(34)는, 전송 배선(판독 선택선)(55)을 통해 전송 구동 버퍼(150)에 의해 구동되도록 되어 있다. 리

셋 트랜지스터(36)는, 리셋 배선(56)을 통해 리셋 구동 버퍼(152)에 의해 구동되도록 되어 있다. 수직 선택용 트랜지스터

(40)는, 수직 선택선(52)을 통해 선택 구동 버퍼(154)에 의해 구동되도록 되어 있다.

단위 화소(3)는, 전하 축적부의 기능을 구비한 전하 주입부의 일례인 플로팅 디퓨전(38)으로 이루어지는 FDA(Floating

Diffusion Amp) 구성의 화소 신호 생성부(5)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플로팅 디퓨전(38)은 기생 용량을 갖은 확산층이

다.

화소 신호 생성부(5)에 있어서의 리셋 트랜지스터(36)는, 소스가 플로팅 디퓨전(38)에, 드레인이 전원(VDD)에 각각 접속

되고, 게이트(리셋 게이트(RG))에는 리셋 펄스(RST)가 리셋 구동 버퍼(152)로부터 입력된다.

수직 선택용 트랜지스터(40)는, 드레인이 전원(VDD)에, 소스가 증폭용 트랜지스터(42)의 드레인에 각각 접속되고, 게이

트(특히, 수직 선택 게이트(SELV)라 함)는 수직 선택선(52)에 접속되어 있다. 수직 선택선(52)에는, 수직 선택 신호가 인

가된다. 증폭용 트랜지스터(42)는, 게이트가 플로팅 디퓨전(38)에 접속되고, 드레인이 수직 선택용 트랜지스터(40)의 소스

에, 소스는 화소선(51)을 통해 수직 신호선(19)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플로팅 디퓨전(38)은 증폭용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증폭용 트랜지스

터(42)는 플로팅 디퓨전(38)의 전위(이하, FD 전위라 함)에 대응한 신호를, 화소선(51)을 통해 수직 신호선(19)에 출력한

다. 리셋 트랜지스터(36)는, 플로팅 디퓨전(38)을 리셋한다. 판독 선택용 트랜지스터(전송 트랜지스터)(34)는, 전하 생성

부(32)로써 생성된 신호 전하를 플로팅 디퓨전(38)에 전송한다. 수직 신호선(19)에는 다수의 화소가 접속되어 있지만, 화

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화소만 수직 선택용 트랜지스터(40)를 온한다. 그렇게 하면, 선택 화소만이 수직 신호선(19)

과 접속되고, 수직 신호선(19)에는 선택 화소의 신호가 출력된다.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는, 장시간 축적을 제어하는 축적 시간 제어부(14A)는, 리셋 구동 버퍼(152) 및 리셋 배선(56)을

통해 홀수선(Hy) 상의 단위 화소(3)의 리셋 트랜지스터(36)를 제어한다. 단시간 축적을 제어하는 축적 시간 제어부(14B)

는, 리셋 구동 버퍼(152) 및 리셋 배선(56)을 통해 짝수선(Hy+1) 상의 단위 화소(3)의 리셋 트랜지스터(36)를 제어한다.

제1 실시 형태의 구성에서는, 동일 수평 기간내에서, 장시간 축적측의 화소 신호의 판독을 행한 후에 단시간 축적을 행하

여, 즉시 그 단시간 축적측의 화소 신호의 판독을 행한다. 따라서, 단시간 축적측은, 1수평 기간(예를 들면, 64 마이크로초)

이하의 축적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축적 시간에 자유도가 없다.

이에 대해, 이 제2 실시 형태에서는, 장시간 축적을 제어하는 축적 시간 제어부(14A)와, 단시간 축적을 제어하는 축적 시

간 제어부(14B)에서, 담당하는 행을 나눠 축적 시간을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직 열 방향의 2화소(즉, 2행)를

사용하여, 한쪽 행(본 예에서는 홀수 행(Hy))의 화소는 장시간 축적에 할당하고, 다른쪽 행(본 예에서는 짝수 행(Hy+1))

의 화소는 단시간 축적에 할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마다 축적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

문에, 단시간 축적측도 축적 시간에 자유도가 생성된다. 이에 의해, 다이나믹 레인지 개선의 자유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

에, 사용 편리성이 좋아진다.

이러한 행마다의 축적 시간 설정을, 수직 주사 회로(14)에 의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전용의 축적 시간 제어부(14A,

14B)를 설치하여 축적 시간을 제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어가 용이해진다.

<시간 가산 처리의 동작; 제2 실시 형태>

도 10은, 도 8에 도시한 제2 실시 형태의 고체 촬상 장치(1)의 컬럼 AD 회로(25)에 있어서의 시간 가산 처리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이다. 도 10에 도시한 시간 가산 처리 동작은, 도 6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제2 예(감마 보정

있음)에 대한 변형으로 나타내지만, 도 3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제1 예(감마 보정 없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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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도 6에 도시한 제1 실시 형태의 제2 예에 대해, 제1 판독 기간을 Hy행의 AD 변환 기간에, 제2 판독 기간을

Hy+1행의 AD 변환 기간에, 각각 치환하여 생각하면 된다. 시간 가산 처리의 동작은, 가산 대상으로 되는 축적 시간이 상

이한 2개의 화소 신호(V1, V2)가, 동일 화소 위치의 것인지(제1 실시 형태), 그렇지 않으면 동일 수직 열의 상이한 행의 것

인지(제2 실시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제1 실시 형태의 제1 예나 제2 예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예에서도, 비교적 단시간 축적된 Hy+1행의 처리 대상 화소의 화소 신호(V2)에 대한 2회째의 카운트 처리가

완료된 후에 카운터부(254)에 보유되는 카운트 값은, 수학식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축적 시간이 상이한 2개의 화소 신호

(V1, V2) 사이에서의 가산 연산의 결과(Vsig1+ig2)를 나타내는 n비트의 디지털 값으로 되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대 가

능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약간(1수평 기간분)의 판독 시간차를 갖는 2행분의 화소 신호에 기초하여 가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신호를 서로 동

기화하기 위한 메모리가 불필요하다. 즉, 이 제2 실시 형태에 있어서도, 가산기나 라인 메모리 장치 등의 추가 회로 없이,

축적 시간이 상이한 복수의 화소 신호의 디지털 값의 가산 연산을 온 칩에서 실행할 수 있다. 축적 시간이 상이한 화상을

디지털 값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메모리 등의 외부 회로의 추가나, 내부 회로의 추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와

이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간단한 구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실시 형태를 이용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기 실시 형태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되지 않

는다.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 실시 형태에 다양한 변경 또는 개량을 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변경 또

는 개량을 가한 형태도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

상기 실시 형태는, 청구항에 따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 형태 중에서 설명되어 있는 특징의 조합의 전부가 발

명의 해결 수단에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전술한 실시 형태에는 여러가지 단계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개시되는 복

수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여러 발명을 추출할 수 있다. 실시 형태에 나타나는 모든 구성 요건으로부

터 몇 가지 구성 요건이 삭제되더라도, 효과가 얻어지는 한, 이 몇 가지 구성 요건이 삭제된 구성이 발명으로서 추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화소부(10)의 판독측에 위치하는 컬럼 영역에 AD 변환 기능부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

외의 개소에 설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평 신호선(18)까지 아날로그로 화소 신호를 출력하고, 그 후에 AD 변환을 행

하여 출력 회로(28)에 전달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이 경우에도, AD 변환용 참조 신호와 가산 연산 대상의 복수의 화소 신호를 비교하고, 이 비교 처리와 병행하여, 다운 카운

트 모드 및 업 카운트 모드 중 어느 한쪽의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한다. 다음으로, 비교 처리가 완료된 시점의 카운트 값

을 보유한다. 이 경우, 연산 대상의 복수의 화소 신호 중의 한쪽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카운트 처리의 초기 값으로 해 둠

으로써, 다른쪽 화소 신호에 대해 AD 변환 처리를 한 시점에서,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화상 신호를 나타내는 가산 연산

결과를 표시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카운트 처리한 결과로서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화상 신호를 얻기 위한 가산 연산 대상의 복수의 화소 신호가 각각의 카운트 결과를 보유

하는 메모리 장치를 카운터부가 구비하는 래치 기능으로 실현할 수 있고, AD 변환된 데이터를 보유하는 전용의 메모리 장

치를 카운터와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모든 수직 열에 대해 1개의 AD 변환 기능부를 설치하면 되고, 고속의 변환

처리가 필요하게는 되지만 회로 규모는 상기 실시 형태보다도 적어진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모드 전환후의 카운트 처리시에 전환전의 최종 카운트 값부터 카운트 처리를 개시한다. 카운트 출

력 값이 카운트 클럭(CK0)에 동기하여 출력되는 동기식 업 다운 카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드 전환시에 특단의 대처

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작 제한 주파수가 최초의 플립플롭(카운터 기본 요소)의 제한 주파수로만 결정되어 고속 동작에 적합한 이점이

있는 비동기식 업 다운 카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운트 모드를 전환했을 때, 카운트 값이 파괴되어, 전환 전후에서 값

을 유지한 채로 연속한 정상적인 카운트 동작을 행할 수 없는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모드 전환전의 카운트 값부터 모드

전환후의 카운트 처리를 개시 가능하게 하는 조정 처리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조정 처리부의 상세에 대

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복수의 신호 사이에서 가산 처리를 행하는 경우, 전단과 후단의 각 카운트 모드를 동일하게 하면

되므로, 이러한 대처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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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화소 신호가, 시간 계열로서, 동일 화소에 대해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 후에 신호 성분(Vsig)이

나타나고, 후단의 처리부가 정극성(신호 레벨이 클수록 플러스의 값이 큼)의 신호에 대해 처리하는 것에 대응하여 참인 신

호 성분을 구한다. 이 경우, 1회째의 처리로서,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에 대해 비교 처리와 다운 카운트 처리를 행하고,

2회째의 처리로서, 신호 성분(Vsig)에 대해 비교 처리와 업 카운트 처리를 행한다. 그러나, 기준 성분과 신호 성분이 나타

나는 시간 계열에 관계없이, 대상 신호 성분과 카운트 모드의 조합이나 처리 순서는 임의이다. 처리 수순에 따라서는, 2회

째의 처리에서 얻어지는 디지털 데이터가 마이너스의 값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부호 반전이나 보정 연산을 하는 등

의 대처를 하면 된다.

화소부(10)의 디바이스 아키텍처로서, 신호 성분(Vsig)의 후에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을 판독해야 한다. 후단의 처리부

가 정극성의 신호에 대해 처리하는 것인 경우에는, 1회째의 처리로서, 신호 성분(Vsig)에 대해 비교 처리와 다운 카운트 처

리를 행하고, 2회째의 처리로서,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에 대해 비교 처리와 업 카운트 처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화소 신호가, 시간 계열로서, 동일 화소에 대해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의 후에 신호 성분(Vsig)

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여, 축적 시간이 상이한 복수의 화소 신호 사이에서의 가산 연산을 할 때에, 화소 신호마다 참인 신

호 성분을 구하는 차분 처리를 행한다. 리셋 성분(ΔV)(기준 성분)을 무시할 수 있는 등, 신호 성분(Vsig)만을 대상으로 해

도 되는 경우에는, 참인 신호 성분을 구하는 차분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업/다운 카운터를 동작 모드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그 처리 모드를 전환하여 카운트 처

리를 행한다. 다운 카운트 모드와 업 카운트 모드를 조합하여 카운트 처리를 행하는 것이면 되고, 모드 전환 가능한 업/다

운 카운터를 이용한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운 카운트 처리를 행하는 다운 카운터 회로와, 업 카운트 처리를 행하는 업 카운터 회로의 조합으로 카운터부

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카운터 회로는, 공지의 기술을 이용하여 임의의 초기 값를 로드할 수 있는 구성의 것으로 하

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다운 카운트 후에 업 카운트를 행하는 경우라면, 도 11(a)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회째의 카운트 처

리에서는 다운 카운터 회로를 작동시키고, 2회째의 카운트 처리에서는 업 카운터 회로를 작동시킨다. 이 때, 카운트 모드

전환용 전환 제어 신호(CN5)에 의해 카운트 모드를 전환한 후의 업 카운트 처리의 개시전에, 초기 값 설정용 로드 제어 신

호(CN1d)를 업 카운터 회로의 로드 단자(LDu)에 공급함으로써, 다운 카운트 처리로 취득한 다운 카운트 값을 초기 값으로

하여 업 카운터 회로에 설정한다.

업 카운트 후에 다운 카운트를 행하는 경우라면, 도 1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회째의 카운트 처리에서는 업 카운터 회로

를 작동시키고, 2회째의 카운트 처리에서는 다운 카운터 회로를 작동시킨다. 이 때, 카운트 모드 전환용 전환 제어 신호

(CN5)에 의해 카운트 모드를 전환한 후의 다운 카운트 처리의 개시전에, 초기 값 설정용 로드 제어 신호(CN1d)를 다운 카

운터 회로의 로드 단자(LDd)에 공급함으로써, 업 카운트 처리로 취득한 업 카운트 값을 초기 값으로 하여 다운 카운터 회

로에 설정한다.

복수의 신호 사이에서 가산 처리를 행하는 경우, 전단과 후단의 각 카운트 모드를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후단측의 카운트

회로에 있어서의 카운트 처리의 개시전에, 복수의 신호 사이에서 감산 처리를 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초기 값 설

정을 행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 11(a) 및 도 11(b)의 구성은 모두, 후단의 카운터 회로의 출력으로서는, 복수의 신호(기준 성분과 신

호 성분도 포함함) 사이에서 감산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복수의 신호와의 차를 취하기 위한 특별한 가산 회로

가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감산기에의 데이터 전송이 불필요하게 되어, 그로 인한 잡음의 증가나 전류 혹은 소비 전력의

증대를 해소할 수 있다.

다운 카운터 회로와 업 카운터 회로의 조합으로 카운터부를 구성하는 경우, 2회째의 카운트 처리시에, 1회째의 카운트 처

리로 취득한 카운트 값을 초기 값으로서 설정하지 않고, 0부터 카운트하는 구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차분 처리에 대응하는 경우이면, 도 11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업 카운터 회로의 출력(Qup)(플러스 방향

의 값)과 다운 카운터 회로의 출력 (Qdown)(마이너스 방향의 값)의 합을 취하는 가산 회로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비교

부와 카운터부로 구성되는 AD 변환부마다 가산 회로를 설치한다. 따라서, 배선 길이를 짧게 할 수 있어 데이터 전송을 위

한 잡음의 증가나 전류 혹은 소비 전력의 증대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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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11(c)에 도시한 어떤 구성도, 다운 카운터 회로와 업 카운터 회로의 동작의 지시는, 상기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

로 통신·타이밍 제어부(20)가 행할 수 있다. 다운 카운터 회로와 업 카운터 회로는 모두 카운트 클럭(CK0)으로 동작시키면

된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NMOS 혹은 PMOS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 화소가 행렬 형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된 센서를 일례에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일렬로 배치된 라인 센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상기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어드레스 제어에 의해 개개의 단위 화소로부터의 신호를 임의 선택하여 판독 가능한 고체 촬상 장

치의 일례로서, 빛을 수광함으로써 신호 전하를 생성하는 화소부를 구비한 CMOS 센서를 사용한다. 신호 전하의 생성은,

빛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적외선, 자외선 혹은 X 선 등의 전자파 일반에 적용 가능하다. 이 전자파를 받아 그 양에 따

른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소자가 다수 배열된 단위 구성 요소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에, 상기 실시 형태에서 나타낸 사

항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정방 형상의 단위 화소(3)가 정방 격자 형상으로 배열된 것을 대상으로 설명했지만, 단위 화소의 배

열은, 정방 격자 형상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 1에 도시한 화소부(10)를 경사 45°로 기울인 배열 상태의 사행 격자 형

상의 것이어도 된다.

단위 화소의 평면에서 보았을 때의 위의 형상이 정방인 것으로 했지만, 정방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6각형(벌집 형상)이

어도 된다. 이 경우, 단위 화소의 배열은, 1개의 단위 화소 열 및 1개의 단위 화소 행이, 각각 복수개의 단위 화소를 포함하

도록 한다.

짝수 열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개의 단위 화소의 각각은, 홀수 열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개의 단위 화소에 대해, 각 단위 화

소 열내에서의 단위 화소끼리의 피치의 약 1/2, 열 방향으로 어긋나게 한다. 마찬가지로, 짝수 행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단

위 화소의 각각은, 홀수 행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단위 화소에 대해, 각 단위 화소 행내에서의 단위 화소끼리의 피치의 약

1/2, 행 방향으로 어긋나게 한다. 단위 화소 열의 각각은, 홀수 행 또는 짝수 행의 단위 화소만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들 단위 화소의 전하 생성부에 축적된 신호 전하에 기초한 화소 신호를 컬럼 처리부(26)측에 판독하기 위해, 행 제어선

(15)을 설치한다. 행 제어선(15)은 벌집 형상의 단위 화소(3)의 주위에 사행하여 배치된다. 즉, 행 제어선(15)을 벌집 형상

으로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6각형의 간극 각각에, 단위 화소의 각각이 평면에서 보았을 때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 1/2 피치의 화소 어긋남을 교대로 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화소 신호를 판독하게 된다.

이 단위 화소(3)나 행 제어선(15)을 벌집형 배열로 하면, 개개의 단위 화소(3)에 있어서의 전하 생성부의 수광면의 면적 저

하를 억제하면서 화소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단위 화소의 형상이나 배열에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화소부(10)를 컬러 촬상 대응으로 하는 경우, 곱의합 연산 처리시

에는 동색 성분끼리에서의 연산이 이루어지도록 화소를 선택하면 된다. 즉, 색 분해 필터의 각 색 필터의 배치 위치에 기초

하여, 곱의합 연산의 대상으로 되는 복수의 단위 신호가 동일 색의 색 필터의 것으로 되도록, 복수의 단위 구성 요소의 각

각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면 된다.

상기 실시 형태로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화상 신호 생성 기능을 갖는 데이터 처리 장치의 일례로서 설명한 AD 변환 회로

는, 고체 촬상 장치나 그 밖의 전자 기기에 조립되어 제공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AD 변환 회로는 IC(Integrated

Circuit)나 복수 화소간에서의 곱의합 연산 기능, 특히 축적 시간이 상이한 복수의 화상 신호 사이에서의 가산 연산을 갖는

AD 변환 모듈 혹은 데이터 처리 모듈 등과 같이 하여, 단독의 장치로서 제공되어도 된다.

이 경우, 비교부와 카운터부를 구비한 AD 변환 장치(혹은 데이터 처리 장치)로 제공해도 된다. 또는, AD 변환용 참조 신호

를 생성하여 비교부에 공급하는 참조 신호 생성부나, 카운터부에 있어서의 카운트 처리의 모드를 제어하는 제어부도 동일

한 반도체 기판 상에 배치한 IC나 개별 칩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듈에 조립하여 제공해도 된다.

이들을 조립하여 제공함으로써,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화상 신호를 생성하는 기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비교부와 카운

터부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부를 함께 취급할 수 있어, 부재(部材)의 취급이나 관리가 간이하게 된다. 또한,

AD 변환 처리에 필요한 요소가 IC나 모듈로서 모아져(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 촬상 장치나 그 밖의 전자 기기의 완

성품의 제조도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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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AD 변환용의 참조 신호와 처리 대상 화상 신호를 비교하고, 이 비교 처리와 병행하여,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업 카운트 모드의 어느 한쪽의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하고, 비교 처리가 완료된 시점의 카운트 값을 보유하도록 하였

다.

이 때, 복수의 화상 신호 중의 하나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른 화상 신호에 대한 카운트 처리의 초기 값으로서 설정하도

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수의 화상 신호에 기초한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다치(多値)의 디지털 데이터를, 카운트 처리한

결과로서 얻을 수 있다. 비교 처리와 카운트 처리로써 AD 변환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D 변환 처리와

연산 처리를 동시에 실행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축적 시간의 제어나 판독은 통상의 촬상 디바이스와 마찬가지로 하

면 되고, 본 발명을 실현할 때에 센서 디바이스의 제한이 불필요하다.

즉, 센서 디바이스의 제한이 없고, AD 변환용 참조 신호를 조작하여 처리 대상 신호를 AD 변환하면서, 동시에 복수의 처리

대상 신호를 사용한 곱의합 연산을 행한다. 그 결과, AD 변환의 결과인 다치의 카운트 값 그 자체를 곱의합 연산 결과로서

얻을 수 있다.

축적 시간이 상이한 조건하에서 취득된 화상 신호를 처리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화상 신호에 대한 처리시에, 하나

의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와 동일 부호로 되는 모드로 카운트 처리를 행하여, 비교 처리가 완료된 시점의

카운트 값을 보유한다. 연산은 축적 시간이 상이한 화상 신호의 가산 연산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1개의 디지털 화상 신호가 카운트 결과로서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촬상 디바이스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화상 신호의 AD 변환과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화상 신호 생성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회로 규모의 증대없이, 백색의 번짐, 흑색의 뭉개짐이 완화된 광량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화

상을 취득할 수 있다. 즉, 비교부와 카운트 처리부로 이루어지는 AD 변환부와는 별도로, AD 변환된 데이터를 보유하는 전

용의 메모리 장치나 가산 연산을 행하는 기능부를 추가 회로로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 회로 규모나 회로 면적의 증대의 문

제를 해소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데이터를 얻기 위한 화상 처리 방법으로서,

상이한 축적 시간의 조건 하에서 복수의 화상 신호를 카운트 동작에 대한 초기 값으로서 얻는 단계,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 중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 중 제2 화상 신호에 대

응하는 전기 신호와 참조 신호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2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얻는 단계,

상기 비교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다운 카운트 모드와 업 카운트 모드 중 상기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

와 동일한 부호를 갖는 모드에서 카운트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

카운트 값을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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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화상 신호에 대응하는 전기 신호와, 상기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얻기 위한 상기 참조 신호를 비

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 처리를 수행하는 동안, 상기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상기 업 카운트 모드 중 하나에서 카운트 동작을 수행하는 단

계,

상기 비교 처리가 종료될 때 카운트 값을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상기 초기 값으로서 설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업/다운 카운터의 처리 모드를 스위칭함으로써 상기 카운트 동작의 상기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상기 업 카운트 모드를 스위

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참조 신호의 시간 변화량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참조 신호의 시간 변화량은 비교적 단시간 축적 기간의 조건 하에서 얻은 화상 신호에 대해 조정하는 화상 처리 방법.

청구항 6.

물리량 분포를 검출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로서,

사전설정된 순서로 배치된 복수의 단위 엘리먼트-상기 단위 엘리먼트 각각은 인가된 전자파에 대응하는 전하를 생성하기

위한 전하 생성기와, 상기 각 단위 엘리먼트에 대한 대응 아날로그 단위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단위 신호 생성기를 구비함

-,

처리될 복수의 아날로그 화상 신호와, 상기 아날로그 화상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참조 신호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 및

상기 전하 생성기에서 상기 전하를 생성하기 위한 시간을 나타내는 상이한 축적 시간의 조건 하에서 얻은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카운트 동작을 위한 초기 값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카운트 동작-상기 카운트 동작은 상기 비교기에

의한 비교 처리가 수행되는 동안,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업 카운트 모드 중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와 동

일한 부호를 갖는 모드에서 수행함-을 수행하고, 상기 비교기에 의한 비교 처리가 종료될 때 카운트 값을 저장하기 위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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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축적 시간을 제어하기 위한 축적 시간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카운트 동작의 모드를 제어하기 위한 모드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축적 시간 제어기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상기 단위 엘리먼트의 상기 전하 생성기에서의 상기 축적 시간을 제어하여,

상기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상기 단위 엘리먼트의 상기 전하 생성기로부터 상이한 축적 시간의 조건 하에서 얻은 상기 복수

의 아날로그 화상 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하고,

상기 비교기 및 상기 카운터는 축적 시간이 제어되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상기 단위 엘리먼트의 상기 전하 생성기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상기 복수의 아날로그 화상 신호에 대한 대응 처리를 수행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엘리먼트는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치하고,

상기 비교기 및 상기 카운터의 복수의 세트는 행 방향으로 배열하며,

상기 축적 시간 제어부는 행 단위로 상기 축적 시간을 제어하며,

상기 비교부 및 상기 카운터는 축적 시간이 행 단위로 제어되는 동일한 열에 있는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에 대한 대응 처리

를 수행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상기 다운 카운트 모드와 상기 업 카운트 모드 간을 스위칭하기 위한 카운터 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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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1 화상 신호에 대응하는 전기 신호와, 상기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얻기 위한 참조

신호를 비교하고,

상기 카운터는 상기 비교 처리가 수행되는 동안, 상기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상기 업 카운트 모드 중 하나에서 카운트 동작

을 수행하고, 상기 비교 처리가 종료될 때 카운트 값을 저장함으로써, 상기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얻고, 상

기 디지털 데이터를 상기 초기 값으로서 설정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3.

전자 기기로서,

상이한 축적 시간의 조건 하에서의 복수의 아날로그 화상 신호 각각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참조 신호

를 생성하기 위한 참조 신호 생성기,

상기 아날로그 화상 신호와 상기 참조 신호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

처리될 상기 복수의 화상 신호 중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카운트 동작을 위한 초기 값으로서 사용함으로

써, 비교 처리가 상기 비교기에 의해 수행되는 동안, 다운 카운트 모드 및 업 카운트 모드 중 상기 제1 화상 신호에 대한 디

지털 데이터의 부호와 동일한 부호를 갖는 모드에서 상기 카운트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비교 처리가 종료될 때 카운트 값

을 저장하기 위한 카운터, 및

상기 카운터에 의한 상기 카운트 동작에 대한 모드를 제어하기 위한 모드 제어기

를 포함하는 전자 기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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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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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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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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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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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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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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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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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1c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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