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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단시간에 간단하게 파악하기 쉬운 비디오영상의 다
이제스트화상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 및 움직임화상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서, 움직임화상기록매체는, 이 매체에 기록된 움직임화상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격납하는 
움직임화상관리정보격납부(3)를 구비하고, 움직임화상관리정보는, 움직임화상에서 커트가절환되는 화상이 
기록된 움직임화상매체상의 기록어드레스와, 상기 커트가 절환되는 화상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커트중요도
와, 동일커트로 간주되는 커트내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커트내중요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또 움직임화상기
록장치는 움직임화상의 커트체인지를 검출하는 커트체인지검출수단(10)과, 상기 커트체인지검출수단(10)
에 의해 검출된 각 커트의 시간길이를 구하는 커트시간길이검출수단(11)과, 각커트내의 화상의 변화정도
를 검출하는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수단(12)을 구비하고,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움직임화상을 기록하는 
동시에, 상기 커트체인지검출수단(10)에 의해서 검출한 커트체인지가 생성하는 화상을 기록한 움직임화상
기록매체상의 기록어드레스와, 상기 커트시간길이검출수단(11)에 의해서 구한 각 커트의 시간길이와 상기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수단(12)에 의해 구한 각 커트내에서의 화상의 변화정도를 기록하는 것이며, 또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는, 사용자가 희망하는 요약움직임화상의 시간길이를 입력하는 요약움직임화상시
간길이입력수단(16)과,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판독하는 수단(17)과, 움직임
화상관리정보와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로부터 필요한 커트를 추출하는 커트추출수단(18)과, 움직임화상
관리정보와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로부터  각  커트의  재생프레임수를  결정하는  재생프레임수 결정수단
(19)과, 커트추출수단과 재생프레임수결정수단에 의해서 선택한 화상을 검색하는 검색수단(20)을 구비하
여, 사용자에 지정된임의 시간길이의 요약움직임화상을 자동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대표도

도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를 표시한 도면,

제 2 도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의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3 도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를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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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도는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장치의 구성을 표시한 블록도,

제 5도는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의한 커트체인지검출부와 커트내의 화상변화정도검출부의 상세구성을 
표시한 블록도,

제 6도는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의한 커트체인지검출부의 상세구성을 표시한 블록도,

제 7도는 본 발명의 제 4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구성을 표시한 블록도,

제 8도는 본 발명의 제 5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구성블록

제 9도(a)는 본 발명의 제 5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녹화시의 동작을 표시한 
구성블록도,

제 9도(b)는 본 발명의 제 5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재생시의 동작을 표시한 
구성블록도,

제 10도는 움직임화상격납매체와 우선도정보격납매체에 있어서의 기록방법의설명도,

제 11도(a)는 재생시에 우선도를 산출하는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녹화시의 동작을 표시한 
구성블록도,

제 11도(b)는 재생시에 우선도를 산출하는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재생시의 동작을 표시한 
구성블록도,

제 12도는 본 발명의 제 6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식으로서,제12도(a)는 녹화버튼집합에 
대한 모우드천이도면,

제 12도(b)는 줌버튼집합에 대한 모우드천이도면,

제 13도는 본 발명의 제 6실시예의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식의 우선도산출부의 구성블록도,

제 14도는 모우드의 계속프레임수에 의해서 우선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의 섬령도,

제 15도는 함수L의 설명도,

제 16도는 본 발명의 제 7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복수의 버튼의 모우드가 중복하는 
경우의 설명도,

제 17도는 본 발명의 제 7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우선도산출부의 구성블록도,

제 18도는 본 발명의 제 8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구성블록도,

제 19도(a)는 움직임벡터검출부에서 움직임벡터를 검출하는 격자점(格子点)의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

제 19도(b)는 1개의 격자점에 대한 대표점의 위치를 표시한 설명도,

제 20도는 본 발명의 제 8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움직임벡터검출부의 구성블록도,

제 21도는 카메라의 촬상면과 피사체의 위치관계를 표시한 설명도,

제 22도(a)는 주밍의 경우의 카메라의 촬상면과 피사체의 위치관계의 변화를표시한 설명도,

제 22도(b)는 틸팅의 경우의 카메라의 촬상면과 피사체의 위치관계의 변화를 표시한 설명도,

제 23도는 본 발명의 제 8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쇼트구분짓기검출부의 구성블록도,

제 24도(a)는 줌요소f와 그 변동량의 일예를 표시한 설명도,

제 24도(b)는 회전벡터 P의 x성분 px와 그 변동량의 일예를 표시한 설명도,

제 24도(c)는 회전벡터 P의 y성분 py와 그 변동량의 일예를 표시한 설명도,

제 24도(d)는 쇼트의 구분짓기점을 표시한 설명도,

제 24도(e)는 다이제스트로서 선택되는 화상의 기간을 표시한 설명도,

제 25도는 본 발명의 제 8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다이제스트 표시제어부의 구성블록도,

제 26도는 본 발명의 제 9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를 표시한 도면,

제 27도는 본 발명의 제 10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구성을 표시한 도면,

제 28도는 본 발명의 제 11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 있어서의 대표화상정보추출장치의 구
성을 표시한 도면,

제 29도는 본 발명의 제 11실시예에 의한 정지화상자동추출장치에 있어서의 프레임간차분치검출부의 다른 
구성을 표시한 블록도,

제 30도는 본 발명의 제 12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장치의 구성을 표시한 도면,

제 31도는 본 발명의 제 13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의 구성
을 표시한 도면,

제 32도는 본 발명의 제 13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게이트신호발생부의 동작을 설명
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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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도는 본 발명의 제 14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의 구성
을 표시한 도면,

제 34도는 본 발명의 제 15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의 구성
을 표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1),(4)  :  광디스크                         (10)  :  커트체인지검출부

(11)  :  커트시간길이검출부              (12)  :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부

(13)  :  어드레스검출부                   (18)  :  커트추출부

(19)  :  재생프레임수결정부             (201)  :  카메라

(202)  :  데이터베이스                    (203)  :  움직임화상격납매체

(204)  :  우선도정보격납매체            (205)  :  우선도산출부

(206)  :  버튼입력신호격납매체         (210)  :  START/STOP입력부 

(211)  :  화상선택부                        (212)  :  임계치변경부 

(213)  :  임계치기록부                     (214)  :  판정·동기부 

(215)  :  출력장치                           (220)  :  상태검출부

(221)  :  모우드축적부                    (222)  :  모우드판정부

(223)  :  카운터                             (224)  :  우선도변환부

(231)  :  모우드판정유니트               (232)  :  가중치산출부

(233)  :  우선도결정부                     (234)  :  버튼조작상태검출부

(235)  :  변환부                             (301) :  다이제스트작성·표시선택부 

(302) :  데이터베이스                       (303)  :  움직임화상격납매체

(304)  :  움직임벡터검출부               (305)  :  카메라조작추정부

(306)  :  카메라조작격납매체            (307)  :  쇼트구분짓기검출부

(308)  :  다이제스트표시제어부         (309) : 출력장치 

(331)  :  BPF                                 (332)  :  대표점치기억부

(333)  :  매칭부                             (334)  :  대표점위치기억부 

(361)  :  조작량기억부                      (362)  :  변동검출부

(363)  :  판정부                             (364)  :  임계치설정부 

(381)  :  카운터제어부                     (382)  :  카운터

(383)  :  화상선택부                       (384)  :  동기부 

(401)  :  재생신호입력부                  (402),(428)  :  카메라조작정보획득부

(403),(429)  :  화상처리정보획득부    (404),(430)  :  촬영상태정보획득부

(405),(431)  :  영상신호획득부      

(406),(432)  :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

(407)  :  대표화상관리부                   (408)  :  대표화상기억부

(409)  :  출력장치                            (433)  :  정지화상정보기록부

(436)  :  가중가산부                         (437)  :  게이트신호발생부

(438),(441)  :  게이트부                   (439)  :  최대치검출부

(440)  :  타이머                               (442)  :  평가부

(443)  :  중간프레임검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비디오카메라등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단시간내에 또한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한 비
디오영상의 다이제스트화상생성에 관한 것이다.

종래, 움직임화상의 내용을 단시간내에 파악하는 수단으로서는, VTR의 금속재생에서 프레임을 등간격으로 
삭제하여 표시하거나, 가변속도재생을 사용해서 표시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 TV프로그램등의 다이제스트화상을 작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평 3-90968호에 개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리 사용자가 화상을 보고, 판단한 우선도를 프레임마다 할당함으로써, 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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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내에 화상의 다이제스트를 표시하는 다이제스트의 작성기법이 제안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도는, 어느 
화상을 다이제스트로서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싶은 정도, 다이제스트로서 장시간 표시하고 싶은 정도 등의 
사용자가 느끼는 중요정도의 척도이다.

그러나, 급속재생은 화상내용에 관계없이, 프레임을 등간격으로 삭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레임이 생략
되거나, 반대로 필요없는 프레임이 표시되거나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가변속재생에서는, 사용자의 흥미나 이해도에 적응한 속도로 화상을 표시할 수 있으나, 장시간에 
걸치는 움직임화상도 모두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미리 사용자가 판단한 우선도를 프레임마다 할당하는 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개요를 설명하는 목적에
는 유익하나, 테이프에 무엇이 녹화되어 있었는지 알고싶다고 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할당작업중에 목적
을 달성해버리므로, 다이제스트를 만드는 의미가 없게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화상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영상의 다이재생성하기 위한 장치 및 움직임
화상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구성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1, 제 2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매체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움직임화상을 관
리하기 위한 정보를 격납하는 움직임화상관리정보격납부를 구비하고, 움직임화상관리정보는, 움직임화상
에서 거트가 절환되는 화상이 기록된 움직임화상매체상의 기록어드레스와, 상기 커트가 절환되는 화상의 
중요함을 표시한 커트중요도와, 동일 커트라고 간주되는 커트내의 중요도를 표시한 커트내중 요도를 구비
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3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장치는, 움직임화상의 커트체인지를 검출하는 커트체인지
검출수단과, 상기 커트체인지검출수단으로 검출된 각 커트의 시간길이를 구하는 커트시간길이검출수단과, 
각 거트내의 화상의 변화정도를 검출하는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수단을 구비하고,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움직임화상을 기록하는 동시에 상기 커트체인지검출수단으로 검출한 커트체인지가 발생하는 화상을 기록
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기록어드레스와, 상기 커트시간길이검출수단으로 구한 각 저트의 시간길이와, 
상기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수단으로 구한 각 커트내에서의 화상의 변화정도를 기록한다.

또, 본 발명의 제 4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는, 사용자가 희망하는 요약움직임화상의 시간길
이를  입력하는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입력수단과,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판독하는 수단과, 움직임화상관리정보와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로부터 필요한 커트를 추출하는 커트추출
수단과, 움직임화상관리정보와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로부터 각 커트의 재생프레임수를 결정하는 재생프
레임수결정수단과, 커트추출수단과 재생프레임수결정수단으로 선택한 화상을 검색하는 검색수단을 구비하
고, 사용자에 지정된 임의시간길이의 요약움직 임화상을 자동생성한다.

또, 본 발명의 제 5, 제 6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재생장치와 본 발명의 제 7측면 내지 제 10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식은, 비디오카메라에 의해 촬상된 화상을 축적하는 움직임화상격납 수단
과, 상기 촬상시에 행하여진 버튼 조작으로부터 상기 촬상된 화상의 주요정도를 나타내는 우선도를 구하
는 우선도산출수단과, 상기 우선도산출수단의 출력을 축적하는 우선도정보격납수단과, 상기 우선도정보격
납수단으로부터의 우선도에 의거하여, 상기 움직임화상격납수단으로부터의 재생화상을 선택하는 화상선택
수단과, 상기 선택된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또는 기록하는 기록장치로 이루어진 출력수단으로 이루
어진다.

또, 본 발명의 제 11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는, 다이제스트의 작성·표시의 모우드를 사용자
의 입력에 의해서 설정하는 다이제스트 작성·표시선택수단과, 카메라에 의해 촬상된 화상을 축적하는 움
직임화상격납 수단과, 상기 다이제스트작성·표시선댁수단에서 작성모우드가 설정되어 있을 때, 상기 움
직임화상격납수단으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사용해서 화면내의 움직임벡터를 구하는 움직임벡터검출 수단과, 
상기 움직임벡터검출 수단의 출력을 사용해서 입력화상의 촬영시의 카메라조작을 추정하는 카메라조작추
정수단과, 상기 카메라조작추정수단의 출력을 축적하는 카메라조작격납수단과, 상기 다이제스트작성·표
시선택수단에서 표시모우드가 설정되어 있을 때, 상기 카메라조작격납 수단으로부터 카메라조작의 정보를 
판나독입력하고 조작의 구분짓기를 검출하는 쇼트구분짓기검출수단과, 상기 쇼트구분짓기검출수단의 출력
에 의거하여 다이제스트로서 표시하는 화상의 선택 또는 표시방법의 결정을 행하는 다이제스트표시제어수
단과, 선택된 화상을 다이제스트로서 표시하는 출력으로 이루어진다.

또, 본 발명의 제 12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매체는, 움직임화상을 촬영할 때에 촬영자가 카메라를 조
작한 카메라조작정보를 기억하는 카메라조작정보기억부와, 촬상한 화상을 처리해서 얻어진 화상처리정보
를 기억하는 화상처리정보기억부와, 센서로 부터의 신호를 처리해서 얻어진 촬영중의 촬영상태정보를 기
억하는 촬영상태정보기억부중 적어도 1개의 기억부를 구비한다.

또, 본 발명의 제 13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는, 움직임화상을 촬영할때에 촬영자가 카메라를 
조작한 카메라조작정보를 도입하는 카메라조작정보획득수단과, 촬상된 화상을 처리해서 얻어진 화상처리
정보를 도입하는 화상처리정복획득수단과,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해서 얻어진 촬영중의 촬상상태정보
를 도입하는 촬영상태정보획득수단과, 상기 카메라조작정보획득 수단으로 부터의 카메라조작정보와 상기 
화상처리정보획득 수단으로 부터의 화상처리정보와 상기 촬영상태정보 획득수단으로부터의 촬영상태정보
중 적어도 1개의 정보에 의거해서, 촬영자가 촬영개시 조작을 한 다음에 촬영종료조작을 하기까지의 사이
에 촬영된 움직임화상 중에서 적어도 1개의 정지화상을 추출하는 정지화상추출 수단을 구비한다.

또, 본 발명의 제 14측면에 다른 움직임화상기록장치는, 촬상장치에 의해서 촬영한 움직임화상을 움직임
화상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동시에, 상기 정지화상추출 수단으로부터 추출한 정지화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지화상정보기록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 1, 제 2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매체와 본 발명의 제 4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
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요약움지임화상의 시간길이와,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구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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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화상관리정보중의 커트 중요도 및 커트내의 중요도에 의거하여 추출해야할 움직임화상어드레스를 
결정하고, 결정된 움직인화상어드레스의 움직임화상정보를 재생함으로써, 움직임화상의 내용에 따른 다이
제스트화상을 생성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3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움직임화상
정보를 기록할때에 움직임화상의 커트체인지를 자동검출하고 커트의 길이와 동일커트내의 화상의 변화정
보를  화상관리정보로서  커트체인지부분의  화상어드레스와  함께  움직임화상관리정보격납부에  자동적으로 
격납한다. 이에 의해서, 움직임화상중의 화상내용이 변화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람 손을 개재하는 
일없이 자동적으로 관리정보를 부여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5, 제 6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와 본 발명의 제 7측면 내지 제 10측면에 
따른 화상자동생성방법의 구성에 의하면, 촬영시에 사용하는 줌등의 버튼입력신호로부터 화상의 상태를 
추정하고, 화상의 상태에 따른 우선도를 설정해서 표시화상의 선택이나 표시속도의 조정을 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촬영의도를 반영한 표시가 가능하게 되고,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다이제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버튼입력신호로부터 자동적으로 우선도를 계산함으로써, 미리 우서도를 할당하거나, 다이제스트의 표
시시에 수동으로 우선도를 조작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고, 급속재생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화상내용을 알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11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화상의 영상신호로부터 촬영
시의 주밍, 패닝등의 카메라조작을 추정하고, 카메라 조작에 따라서 표시화상을 선택함으로써, 예를 들면 
카메라조작을 절환할때마다 화상을 소정시간동안 표시하게 하고, 사용자의 촬영의도를 반영한 표시가 가
능하게 되고,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다이제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영상신호로부터 자동적으로 표시화상의 선택을 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 우선도를 할당하거나, 다이제
스트의 표시시에 수동으로 우선도를 조작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이, 급속재생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화상
내용을 알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 13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와 본 발명의 제 15내지 제 18측면에 따른 다이
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구성에 의하면, 촬영시에 있어서의 촬영자의 줌등의 카메라조작정보나, 화상처
리를 행하여 얻어진 예를 들면 포커스나 아이리스의 신뢰성이나 피사체의 위치나 장해물의 존재상항등의 
화상처리정보나,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예를 들면 패닝등의 촬영상태정보에 의거하여, 화상의 평가를 행하
고, 평가치가 높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화상을 움직임화상중에서 추출한다. 이와 같이 추출된 
정지화상은 움직임화상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된다.

또, 본 발명의 제 12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매체와 본 발명 제 14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장치의 
구성에 의하면, 추출한 정지화상의 정보를 움직임화상과 함께 기록함으로써, 정지화상정보에 의거하여 대
표화상을 용이하게 검색하거나 또는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를 제 1도에 표시한다. (1)은 움직임화상정보나 움직임화상관리정
보를 기록하는 광디스크이며, (2)는 광디스크상에서 움직임화상정보를 기록하는 움직임화상정보기록트랙
이며, (3)은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격납하는 움직임화상관리정보격납트랙이다. 움직임화상관리정보격납트
랙에 있어서의 움직임화상관리정보는, 커트체인지어드레스, 커트중요도, 커트내 중요도의 3개를 구비하고 
있다.

움직임화상은 제 2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1프레임마다의 정지화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화상을 애
널로그신호나 디지틀신호로서 광디스크(1)상의 움직임화상정보기록트랙(2)에 기록되어 있다. 제 2도에 있
어서 좌측으로부터 3프레임째와 4프레임째, 7프레임째와 8프레임째에서는 화상내용이 변화하고 있고, 4프
레임째와 8프레임째의 화상을 커트체인지화상이라 정의한다. 이들 커트체인지화상이 기록되어 있는 움직
임화상정보기록트랙(2)의 어드레스를 커트체인지어드레스라 호칭한다. 또, 커트체인지화상에서부터 다음
의 커트체인지화상의 1프레임앞의 화상까지를 1커트로 하고, 각 커트의 중요도를 커트의 길이, 즉 각 커
트의 프레임수에 의해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제 2도에 있어서 제 1커트의 중요도는 3, 제 2커트의 중요
도는 4, 제 3커트의 중요도는 2로 가정할 수 있다. 또 각 커트내에서의 커트내 중요도를, 각 커트내에서
의 화상의 변화정도에 의해서 정의한다. 커트내에서의 화상의 변화정도란, 예를 들면 동일커트내에서 프
레임간의 차이분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프레임간의 차이분을 구하는 신호는 화상의 휘도를 사용하여, 연
속하는 프레임사이에서 동일위치에 있어서의 화소의 휘도치의 차이의 총합을 구한다. 동일커트에 의해서 
연속하는 모든 프레임간에서 프레임간 차이분을 구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구함으로써 커트내 중요도로 한
다. 이 커트내 중요도는 거트내에서의 평균적인 화상의 변화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커트내 중요도의 값
이 클수록 변화가 격심한 커트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구비함으로써,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움직
임화상에의 액세스가 용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움직임화상관리정보에 의거하여 커트길이가 어느 일정한 
길이이상의 커트만을 선택해서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함으로써,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움
직임화상의 대충내용을 즉석에서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의거하여 움직임화상중에서 회망하는 장면을 용이
하게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커트길이가 긴 커트는 움직임화상전체를 대표하는 화상내용인 것으로 
생각되고, 커트길이가 긴 커트에서부터 1프레임씩을 추출해서 표시함으로써 전체의 내용파악이 가능하다. 
또, 커트내 중요도가 어느 일정치이상의 커트만을 선택해서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함으로써, 움직임화상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움직임화상중에서, 움직임이 격심한 부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움직임화상기록매체는 움직임화상의 내용을 관리하는것이 가능한 움직임화상관리
정보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고싶은 장면을 용이하게 색출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커트내 중요도를 동일커트내에서의 프레임간 차이분의 평균치로 하고, 또 
프레임간의 차이분에는 휘도치를 사용하였으나, 프레임간의 차이분이외의 방법이나 휘도치이외의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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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된다. 예를 들면 화면을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해서 각 영역마다 움직임벡터를 구하고, 구한 움직임벡
터의 불균일 정도를 커트내중요도로 하여도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로서 광디스크
를 사용한 예로 설정하였으나, IC등의 고체메모리나 자기테이프 등이어도 된다.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를 제 3도에 표시한다. 본 실시예의 한움직임화상기록매
체는, 움직임화상정보를 기록하는 매체와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기록하는 매체를 별도로 가진 점이 제 1
실시예와 상이하다. 제 3도에서 (4)는 움직임화상정보를 기록하는 광디스크, (5)는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격납하는 IC메모리, (6)은 광디스크와 IC메모리를 수납하는 카트리지이다. IC메모리에 기록되는 움직임화
상관리정보나 그 상세내용은 제 1실시예와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다. 상기한 본 발명
의 제 2실시예에서는, 움직임화상을 기록하는 매체와는 다른 기록매체에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기록해둠
으로써, 화상재생시의 액세스의 고속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3실시예에 의한 움직임
화상기록장치의 구성을 제 4도에 표시한다. 제 4도에서, (7)은 움직임화상입력부, (8)은 화상신호처리부, 
(9)는 움직임화상정보기록수단, (10)은 커트체인지 검출부, (11)은 커트시간길이 검출부, (12)는 커트내
화상변화정도검출부, (13)은 어드레스검출부, (14)는 움직 임화상관리 정보기록수단이다.

이상의 구성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움직임화상입력부(7)에 입력된 움직임화상신
호는, 화상신호처리부(8)에서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적합한 변조를 행하고, 움직 임화상정보기록수단(9)
에 의해서 움직 임화상기록매체상의 움직임화상정보기록부에 기록된다. 한편, 움직임화상신호는 커트체인
지검출부(10)에 입력되어, 움직임화상에서 커트가 절환되는 커트체인지화상을 검출하다.

커트시간길이검출부(11)에는 커트체인지검출부(10)에서 검출한 커트체인지화상에 의거하여 1커트의 길이
를 검출한다. 즉, 커트체인지화상에서부터 다음의 커트체인지화상으로서 1프레임 앞의 화상까지의 프레임
수를 계수해서 커트시간의 길이로하다.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부(12)에서는 1커트내에서 화상의 변화정
도를 검출한다. 어드레스검출부(13)에서는 커트체인지검출부(10)에서 검출한 커트체인지 화상을 기록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기록어드레스를  검출한다.  움직임화상관리정보기록수단(14)은  거트체인지화상의 
기록어드레스와 커트시간길이와 커트내화상변화정도를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움직임화상관리정보기록부
에 기록한다.

이하, 더욱 상세한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5도에 커트체임지거출부(10)와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부
(12)의  상세한  구성을  표시한다.  (101)은  움직임화상신호를  1프레임  지연시키기  위한  프레임메모리, 
(102)는 연속하는 프레임사이에서 움직임화상신호의 차이분을 구하는 프레임간차이분검출부, (103)은 프
레임간차이분값과 소정의 값을 비교해서 소정의 값이상이면 커트체인지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커트체인지 
판단부이다. 또 (121)은 프레임간의 차이분값을 동일커트내에서 가산하는 프레임간차이분가산부, (122)는 
동일커트내에서 가산한 프레임간의 차이분값을 커트시간길이검출부(11)에서 검출한 1커트의 프레임수로 
나누어서 커트내의 평균적인 프레임간의 차이분값을 구하는 프레임간차이분평균치산출부이다. 여기서, 움
직임화상의 연속하는 2프레임간의 차이를 구하는 신호는 휘도치나 rgb치등을 사용한다. 제 5도의 구성에 
있어서, 프레임간의 차이분에 의해서 연속하는 2프레임사이에서 화상의 변화정도를 구하고, 프레임간의 
차이분값이 큰값이면 2개의 프레임사이에서 화상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해서, 그 부분에
서 커트체인지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커트내화상변화정도검출부에서는 연속하는 프레임간의 변화정도를 
표시한 프레임간의 차이분의 평균치를 1커트내에서 구하고 있다.

커트체인지검출부(10)의 다른 구성을 제 6도에 표시한다. (104)는 움직임화상신호의 1프레임에 대한 색히
스토그램을 구하는 색히스토그램검출부, (105)는 구한 히스토그램을 기억하는 히스토그램메모리, (106)은 
연속하는 프레임사이에서 갯히스토그램의 차이를 검출하는 히스토그램차이분검출부, (107)은 히스토그램
차이분값과 소정의 값을 비교해서 소정의 값이상이면 커트체인지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커트체인지판단부
이다. 제 6도의 구성에서는 커트체인지를 검출하는 신호로서 1프레임에 있어서의 색히스토그램을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화상의 움직임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화상기록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움직임화상정보를  기록하는 
동시에, 움직임화상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즉,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
하는 움직임화상으로부터 커트체인지화상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커트체인지화상을 기록한 움직임화상기
록매체상의 기록어드레스, 각 커트의 시간길이, 각 커트내에서의 화상의 변화정도를 움직임화상관리정보
로서 기록한다. 이에 의해서 사람손을 개재할 필요가 없고, 대량의 움직임화상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리정
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4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4실시예에 의한 다
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구성을 제 7도에 표시한다.

제 7도에서,(15)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 (16)은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입력부, (17)은 움직임화상관리정
보판독부, (18)은 커트추출부, (19)는 재생프레임수결정부, (20)은 재생화상검색부이다.

이상의 구성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움직임화상기록매체(15)는 본 발명의 제 
1실시예 또는 제 2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움직임화상정보와 함게 움직임화상관리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본 실시예는 이와 같이 움직임화상관리정보를 가진 움직임화상기록매체로부터, 사용자가 임의로 지
정하는 시간길이의 요약움직임화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움직임화상관리정보판독부(17)는 움직
임화상관리정보로서 커트체인지화상을 기록하고 있는 어드레스, 커트시간길이, 커트내화상변화정도를 판
독한다. 한편, 사용자는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입력부(16) 로부터 희망하는 시간길이를 입력한다. 커트
추출부(18)에서는 움직임화상관리정보와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로부터 필요한 커트를 추출한다. 또, 재
생프레임수결정부(19)에서는 움직임화상관리정보와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로 부터 각 커트의 재생프레임
수를 결정한다. 재생화상검색부(20)에서는 커트추출부에서 추출한 커트 또는 재생프레임수결정부에서 결
정한 각 커트의 재생프레임수에 따라서 재생하는 화상을 움직임화상기록매체로부터 검색한다.

이하, 커트추출부(18)와 재생프레임수결정부(19)의 동작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다. 지금, 움직임
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움직임화상의 커트수를 n로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요약움직임화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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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길이를 T초로 한다. 또 본 실시예의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서는 각커트를 움직임화상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 커트의 최저추출프레임수를 m으로 한다.

먼저, 요약움직임화상의 시간길이가 짧은 경우, 즉 식 ①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식①
의 t는, 프레임간의 시간간격을 나타내고 있다.

T≤·n·m·t           ………①

이 경우, 전체커트를 m프레임씩 추출하면, 추출한 전체화상의 시간길이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요약움직임
화상시간길이 T를 초과해 버린다. 따라서, 식②에 표시한 식으로부터 추출하는 커트수n'개를 결정한다.

n'=T/(m·t)           ………②

단, n'가 정수치 아닌 경우는 4사5입해서 정수치로 변환한다. 커트추출부(18)에서는 식 ②에 의해서 n'을 
구하는 동시에, 움직임화상기록매체로부터 판독한 움직임화상관리정보에 의거하여 커트길이가 긴 것부터 
상위 n'개의 커트를 추출한다. 재생화상검색부(20)에서는 커트추출부에서 추출된 n'개의 커트의 커트체인
지화상의 어드레스에 의거하여 n'개의 커트의 각각에 대해서 m프레임을 검색한다.

다음에 요약움직임화상시간길이가 긴 경우, 즉 식③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Tn·m·t             ………③

이 경우, 전체커트를 m프레임씩 추출하여도, 추출한 전체화상의 시간길이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요약움직
임화상의 시간길이 T보다도 짧다. 따라서, 식 ④에 표시한 식으로부터 전체에서 더 추출해야 할 프레임수
m'를 결정한다.

m'=T/t-n·m                        ………④

재생프레임수결정부(19)에서는 식 ④에 의해서 m'을 구하는 동시에, 개개의커트의 재생프레임수 mi'를 식
⑤에 의해서 결정한다.

mi'=m+m'·xi/     스    켄         ………⑤

여기서 i는 커트번호, xi는 i번째의 커트의 커트내화상변화정도로 한다. 단, mi'가 정수치 아닌 경우는 4
사5입해서 정수치로 변환한다. 재생화상검색부(20)에서는 커트체인지화상의 어드레스에 의거하여, 재생프
레임수결정부에서 결정한 각커트의 재생프레임수mi' 검색한다.

이상과 같이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요약시간길이가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움직임화상관리정보에 
의거해서, 기록된 화상내용을 고려한 급속재생용의 요약화상을 자동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5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8도에 본 실시예의 
블록도를 표시한다. 본 실시예는,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중에 화상의 우선도를 계산·기록해두고, 
다이제스트를 표시할때에, 기록된 우선도에 의거해서 화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에서
의 촬영시와, 다이제수트표시시의 동작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먼저 촬영시의 동작부터 설명한다.

제 9도(a)는 움직임화상다이제스트자동생성장치에서 우선도를 설정할때의 볼록구성도이다. 이것은, 비디
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중에, 화상마다 우선도를 자동적으로 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카메라(201)는 촬상소자를 통해서 도입한 영상신호, 수직·수평주사의 동기신호, 녹화
개시나 줌등의 조작버튼의 입력신호(이후 버튼입력신호라고 호칭)를 출력한다. 여기서, 버튼입력신호는 
버튼을 누르고 있을때(ON상태일 때) 1, 누르고 있지 않을때(OFF상태일 때) 0을 표시하게 되는 신호로 한
다. 우선도산출부(5)에서는 카메라(201)로 부터의 버튼 입력신호에 의거하여 우선도를 구한다. 우선도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예로서  후술하는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실시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202)는 2개의 기록부분을 가지고, 카메라(201)로 부터의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움직임
화상격납매체(203)와, 상기 우선도산출부(205)로 부터 출력된 우선도를 기록하기 위한 우선도정보격납매
체(204)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신호등의 화상데이터와 우선도정보는, 각각 움직 임화상격납매체(203)와 
우선도정보격납매체(204)에, 제 10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1프레임마다 기록된다. 단, 제 10도는, 움직임
화상격납매체(203)에서 움직임화상의 프레임번호(F)에 관한 화상데이터가 기록되고, 우선도정보격납매체
(204)에서 프레임번호(F)에 관한 우선도(P)가 기록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프레임번호는 움직
임화상격납매체(203)에서 1프레임마다 화상데이터에 부여한 일련번호로 한다.

다음에, 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다이제스트표시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는 이미 기록
된 우선도를 사용해서, 움직임화상의 다이제스트를 표시한다. 제 9도(b)에 다이제스트를 표시한때의 블록
구성도를  표시한다.  데이터베이스(202),  움직임화상격납매체(203),  우선도정보격납매체(204)는  제 9도
(a)와 동일하다.

먼저, START/STOP입력부(210)에서, 다이제스트표시개시의 신호가 입력되면, 우선도정보격납매체(204)에서 
처리하는 우선도의 프레임번호를, 움직임화상격납매체(203)에서 처음으로 처리를 행하는 영상신호의 프레
임번호와, 일치시킨다. 화상선택부(211)에서는, 우선도정보격납매체(204)로부터의 우선도에 의거해서, 움
직움화상격납매체(203)로부터 연출하는 화상을 선택한다. 선택된 화상은 다이제스트로서, 디스플레이동의 
출력장치(215)에 표시된다. 이하에, 화상선택부(211)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설명한다.

화상선택부(211)는, 우선도정보격납매체(204)로 부터의 우선도를 입력으로 하고, 임계치기록부(213)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선도의 임계치와 비교한다. 우선도가 임계치보다 클때, 판정·동기부(214)는, 움직임화
상격납매체(203)에 기억되어 있는 현재 입력중인 화상을 디스플레이 등의 출력장치(215)에 출력한다. 이
와 같이, 우선도의 임계치는 다이제스트의 정보량삭감의 척도로서 사용되고, 우선도가 임계치보다 큰화상
만이 다이제스트로서 표시된다. 임계치를 변경하고 싶을때에는, 임계치번경부(212)에서 값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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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정·동기부(214)는, 2개의 격납매체에 대해서 다음의 프레임번호의 화상에 관한 영상신호 또는 우
선도를 출력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이상이 1화상에 대한 처리이다. START/STOP입력부(21)에서 종료의 신호가입력되기까지, 이 처리가 반복되
어, 다이제스트로서 선택된 화상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여기서, 출력장치(215)는 디스플레이와 같이 
다이제스트를 표시하는 장치로 하였으나, 출력장치를 기록장치로 함으로써, 다이제스트의 화상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할수 있다.

이상과 같이,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중에, 버튼입력신호에 따라서 우선도를 구함으로써, 다이제스트
의 표시를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다이제스트의 표시방법으로서, 우선도가 큰 화상만을 선택해서 차례로 표시하
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화면을 다분할해서 우선도가 큰 화상을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이나, 우선도가 큰 
것일수록 넓은 분할영역을 할당해서 표시하는 방법등을 취해도 마찬가지이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제9도와 같이 녹화시에 우선도를 산출하였으나, 녹화시에 버튼입력신호를 기록하
고, 우선도는 기록된 버튼 입력신호를 사용해서 재생시에 산출하여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우선도의 산출방법에 의한 구성을 제11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제11도(a)는 녹화시의 블록구성도이며,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중에, 버튼입력신호를 기록하는 것이
다. 카메라(201), 움직임화상격납매체(203)는 제9도(a)와 동일하다. 동도면에 있어서, 카메라(201)는 촬
상소자를 통해서 도입된 영상신호, 동기신호, 버튼입력신호를 출력한다. 데이터베이스(202)는 2개의 기록
부분을 가지고, 움직임화상격납매체(203)는 카메라(201)로 부터의 영상신호와 동기신호를 기록하고, 버튼 
입력신호격납매체(206)는 버튼입력신호와 동기신호를 기록한다.

다음에, 제11도(b)를 사용해서 다이제스트표시시의 동작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녹화시에 기록된 버튼입력
신호로부터 우선도를 구하고, 우선도에 의거해서 움직임화상의 다이제스트를 표시한다. START/STOP 입력
부(210), 움직임화상격납매체(203), 화상선택부(211), 출력장치(215)는 제9도(b)와 동일하며, 우선도산출
부(205)는 제9도(a)와 동일하다.

START/STOP  입력부(210)에서,  다이제스트표시개시시의 신호가 입력되면,  버튼입력신호격납매체(206)에서 
처리하는 버튼입력신호의 프레임번호를, 움직임화상격납매체(203)에서 처음에 처리를 행하는 영상신호의 
프레임번호와, 일치시킨다.우선도산추부(205)에서는, 버튼입력신호격납매체(206)로 부터의 출력에 의거하
여 우선도를 구한다. 화상선택부(211)에서는, 우선도산출부(205)로 부터의 우선도를 입력으로하고, 제9도
(b)를 설명할때 기술한 방법으로, 움직임화상격납매체(203)로 부터 인출하는 화상을 선택한다. 선택된 화
상은 다이제스트로서, 디스플레이등의 출력장치(215)에 표시된다.

이와같이, 녹화시에 버튼입력신호를 기록하고, 재생시에 우선도를 구해서 다이제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6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다이제스트
화상자동생성방법은, 버튼입력신호를 기초로해서 다이제스트 표시하기 위한 화상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리
키는 것이며, 제8도의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의 우선도산출부(205)와 화상선택부(211)의 처리에 대응하
고 있다.

이하에, 우선도산출부(205)에서 버튼입력신호로부터 우선도를 구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비디오카메라에는, 녹화개시/종료, 줌,  페이딩, 포커스, 노광, 화이트밸런스, 셔터스피이드등의 기능을 
하는 버튼이 있으며, 이들 버튼조작에 의해서, 촬영시의 사용자의 의도, 즉, 촬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 찍은 화상이나 커트의 구분짓기등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녹화버튼이나 페이드버튼에 의해서, 
명백하게 커트의 구분짓기(커트체인지)를 알수 있다. 줌버튼이 ON 상태일때는, 촬영범위의 화상각도를 조
정하고 있는 촬영중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화상각도를 설정한후,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화상을 찍는일이 많다.

한편, 움직임화상의 내용을 단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이제스트로서는, 중요한 화상에만 한정해서 표시
하거나, 중요한 화상일수록 표시시간을 길게하는 것이 필요하게된다. 또, 움직임화상중의 모든 키트를 망
라한  다이제스트를  보고  싶은경우는,  각  커트로부터  소정시간의  화상을  추출해서  표시하는  방법등이 
있다. 이와같은 다이제스트의 표시방법의 조절은, 1프레임마다의 화상에 할당하는 우선도를 
조절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제 9도(b)의 화상선택부(211)와 같이, 소정의 값이상의 우선도를 가지는 
화상만을 다이제스트로서 표시할 경우, 중요한 화상일수록 높은 우선도를 할당함으로써, 중요한 화상은 
표시하기 쉽게되고, 삭제해도 상관없는 화상은 생략하게 된다.

이상의 일로부터, 중요한 화상을 촬영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커트의 구분짓기인지의 여부등의 화상상태를 
버튼조작으로부터 추정하고, 추정결과에 따라서 다이제스트의 표시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움직임화상의 내
용이 파악하기 쉽도록, 표시하는 화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버튼조작과 화상상태의 관계 및 화
상상태와 우선도의 대응관계를 제1표에 표시하고, 버튼조작으로부터 우선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1표에서는, 추정할 수 있는 화상상태에서, 버튼을 2종류로 분류하였다. 즉, 녹화버튼과 같이 커트체인
지를 검출할 수 있는 버튼의 지합을 녹화버튼집합으로 하고, 줌버튼과 같이 중요한 화상을 검출할 수 있
는 버튼의 집합을 줌버튼집합으로 하였다.

또, 2종류의 버튼집합에서는, 입력신호의 수도 상이하다. 녹화버튼집함에서는 단일의 버튼의 ON/OFF(2패
널)뿐인데 대해서,  줌버튼집합에서는,  설정버튼(줌입버튼,  연속촬영설정버튼등)과 해제버튼(줌다운버튼, 
연속촬영해제버튼등)의 2개의 버튼이 있으며, 각 버튼의 ON/OFF의 조합으로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
정버튼과 해제버튼이 동시에 ON상태로 되지않으므로, 입력패턴으로서는, 설정 버튼 ON, 해제버튼 ON, OFF
의 3패턴으로 된다.

또, 우선도의 설정방법은, 조정중의 화상의 기간은 우선도를 낮게해서, 다이제스트로부터 생략되도록 하
고, 반대로 중요한 화상의 기간은, 우선도를 높게 함으로써 다이제스트로서 표시되기 쉽게 하였다. 또, 
전체커트를 망라한 다이제스트를 표시하기 위하여, 커트체인지종료에서부터 소정수(TH)의 프레임의 화상
에 대해서, 높은 우선도를 할당해서, 1커트중에서 적어도 커트의 시초부분이 표시되도록하였다. 커트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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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정중의 화상, 중효한화상의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기간은 우선도를 0으로 하였다. 

이상, 버튼입력신호로부터 화상상태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우선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화
상상태의  추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제1표)를  상태천이도에  표시하였다.  이것을 제12도
((a)녹화버튼집합,  (b)줌버튼집합)에  표시한다.  단,  우선도를  할당하는  4개의  화상의  기간(조정중의 
화상, 중dy한 화상, 커트체인지, 기타)을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제1표)의 모우드란 참조).

녹화버튼집합(3모우드)

A. ON모우드(버튼이 ON 상태: 조정중의 화상 우선도 P O)

B. 커트모우드(커트체인지에서부터 TH 프레임사이 우선도 P O)

C. 정상모우드(기타 우선도 P=0)

줌버튼집합(4모우드)

A. 설정 ON 모우드(설정버튼이 ON 상태: 조정중의 화상우선도 P O)

B. 해제 ON 모두드(해제버튼이 ON 상태: 조정중의 화상우선도 P O)

C. 중요모우드(업쇼트등 중요한 화상우선도 P  0)

D. 정상모우드(기타 우선도 P=O)

제12도에서, 처리중의 화상의 모우드는, 

·선행 프레임화상의 모우드

·버튼의 ON/OFF 

·커트모우드가 계속하는 프레임수(녹화버튼집합의 경우)

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제12도에 표시한 상태천이의 수순으로 처리중의 
화상의 모우드를 특정하고, 모우드에 대응하는 우선도를 설정함으로써, 버튼입력신호로부터 우선도를 구
할 수 있다.

이상의 원리에 의거하여, 실제로 처리를 행하는 블록도의 설명을 행한다.녹화버튼으로부터 우선도를 설정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블록을 제13도에 표시한다. 이 도면은 제8도의 우선도산출부(205)에 대응하고 있
으며, 현재 입력중의 화상의 모우드를 특정하는 상태검출부(220)와, 모우드에 대응한 우선도를 출력하는 
우선도변환부(224)의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태검출부(220)의 처리를 설명한다.

모우드축적부(221)에서는, 선행 프레임의 화상의 모우드를 기억하고, 카운터(223)에서는 현재의 모우드가 
계속하고 있는 프레임수 Fc를 기억하고 있다. 단, 초기 치로서 모우드축적부(221)는 정상모우드, 카운터
(223)는 0이 설정된다.

한편, 모우드판정부(222)에서는, 카메라(201)로부터의 버튼입력신호, 선행프레임의 모우드, 모우드의 계
속프레임수 Fc를 입력하고, 제12도(a)의 상태천이도를 사용해서 현재입력중의 화상의 모우드를 구하고, 
모우드측적부(221)의 모우드를 갱신하다. 또 모우드판정부(222)는, 모우드가 변경하였을 때 Fc=에 리세트
하고, 동일한 모우드가 계속중일때는 Fc를 인크리멘트하고, 카운터(223)의 값을 갱신한다.

우선도변환부(224)에서는, 모우드판정부(221)로 부터의 출력을 사용해서 우선도를 결정한다. 즉, 우선도 
P는 함수 K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

P=K(M)

단, M:모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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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예를들면, ON 모우드는 -1, 정상모우드는 0, 커트모우드는 1로 변환하게 하는 함수임 

이상, 녹화버튼으로부터 우선도를 설정할때의 설명을 행하였다.

한편, 줌버튼집합의 버튼에 관해서는, 모우드판정부(222)의 처리방법이 제12도(a)대신에 제12도(b)의 천
이도에 의거한 방법으로 변경제12도(b)의 천이도에서는, 모우드판정시에 커트모우드의 계속프레임수를 참
조하지 않으므로, 카운터(223)을 삭제라고 하는 점에서 제13도를 변경한 블록구성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버튼입력신호에 따라서 화사상태를 추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다이제스트를 표시
할수 있게 하는 우선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각 모우드내에서는 우선도를 항상 일정하게 설정하였으나, 제14도와 같이 시간
적으로 우선도의 크기를 변경하고, 제9도(b)의 임계치변경부(212)에 의해서 다이제스트의 표시시간을 연
속적으로 조절하는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우선도변환부(224)에 있어서, 다음식을 사용해서 우선도를 
구한다.

P=K(M)· L(Fc, M)

단, LCFc, M) : 제15도 참조

다음에 본 발명의 제7의 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에 대해서설명한다. 제 1실시예에 있
어서, 제8도의 우선도산출부(205)는, 제13도에 표시한바와같이 단일의 버튼입력에 대해서 우선도를 설정
하고 있었다. 본 실시예에서 복수의 버튼을 조합해서 우선도의 설정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복수의 버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우선도 P를 구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제16도는 횡측이 프레임이고, 녹
화버튼과 줌버튼의 버튼입력신호의 타임밍차아트와, 각 버튼입력신호에 대해서 제 5실시예에서 설명한 방
법에 의해서 구한 우선도의 타임차아트를 표시한다. 제16도(a)는, 녹화버튼과 줌버튼의 각각의 우선도에 
겹침이 없는 경우를 표시하고 있다. 이때, 1개의 버튼만이 P≠0 이고, 남은 버튼은 모두 P=0이므로, P≠0
의 우선도를 최종적인 값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제16도(b)의 경우와 같이, 1개의 버튼의 
P≠0의 모우드가, 다른 버튼의 P≠0의 모우드의 기간과 중복한다. 그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일단 복
수의 버튼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모우드(이후, 제 5실시예의 모우드와 구분하기 위하여 버튼조작모우드라 
칭함)의 판정을 행하고, 최후에 각각의 우선도를 통합한 우선도를 구한다. 제17도는, 본 실시예의 블록도
중에서 제8도의 우선도산출부(205)에 대응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카메라(201)로 부터의 버튼입력신호는, 버튼마다 배치된 모우드판정유니트(231)에 보내진다. 여기서 버튼
입력신호는, 어느 버튼이 ON 상태로 되었을 때, 대응하는 버튼의 유니트에만 1이 전송되고, 그외의 유니
트에는 0이 전송되도록, 결선되어 있다. 모우드판정유니트(231)에서 행하여지는 처리는, 제13도와 대략 
동일하다. 즉, 버튼조작 상태검출부(234)에서는 제12도의 천이도에 의거해서 버튼조작모우드 M을 판정하
고, 변환부(235)에서는 버튼조작모우드에 대응한 값을 출력하는 함수 K를 사용해서, 버튼조작모우드 M 을 
{-1,0, 1} 로 변환한다.

이와같이 해서, 모우드판정유니트(231)의 결과가 버튼마다 구할수 있으나, 우선도로서 어느 버튼의 결과
를 사용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몇가지 생각할 수 있다.

첫째의 결정요인의 예로서는, 제16도(b)와 같이, 녹화버튼의 저트모우드와 줌버튼의 설정 ON 모우드가 중
복하였을  경우,  뒤로부터  입력한  줌업버튼쪽이  사용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의 결정요인의 예로서는, 줌버튼과 연속촬영버튼은, 다함께 중요한 화상을 추정할수 있으나, 연속촬
영버튼쪽이 사용빈도가 적으므로, 중요한 화상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녹화버튼과 노
광버튼에서는, 녹화버튼에 의해서 완전히 커트가 변하는데에 대해서, 노광버튼을 눌러도 커트가 변하지 
않는 일도있다. 이와같이, 상이한 버튼조작으로부터 동일한 화상상태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추정
이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하고 있는 확률은 버튼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복수의 모우드판정유니트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상기 결정요인에 관한 가중치를 
하기와 같이 버튼마다 표시하였다.

wij(i:버튼에 붙인번호, 1≤i≤B, B=버튼의 종류의 총수

j : 결정요인에 붙인번호,1≤j≤C, C=결정요인의 총수)

상기의 전형적인 최초의 결정요인을, 

새롭게 갱신된 모우드일수록 가중치를 크게한다

로서 정의하면, 버튼 i에 관한 가중치는, 예를들면, 

wi1 = e
-aFc(i)

단, Fc(i) :버튼 i 가 현재의 모우드를 계속하고 있는 프레임수 a:정수 로 표시할 수 있다. 
또, 2번째의 결정요인을, 추정결과와 사용자의 의도가 일치하고 있는 확율이 높은 버튼일수록 가중치를 
크게한다 로서 정의하면, 녹화버튼(1), 노광버튼(2), 연속촬영버튼(3), 줌버튼(4)(괄호내는 버튼에 붙인 
번호로 한다)의 각 가중치는, 예를들면 w12=1, w22=0.6, w32=1, w42=0.8과 같이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이
상의 것을 제17도에서 설명한다. 버튼 i에 대한 버튼조작모우드를 Mi 로하면, 모우드판정유니트(231)의 
출력은, K(Mi)라고 표시할 수 있다. 가중치산출부(232)에서는, 결정요인 j에 관한 버튼 i 의 가중치 wij
로부터, 버튼 i 에 관한 가중치 wi를 다음식과 같이 구하고,

wi=Πwi j,

j

버튼 i에 대한 가중우선도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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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Mi)·wi

를 구한다. 우선도결정부(233)에서는, 각 버튼에 대한 가중우선도의 절대치 1Pi1를 비교해서, 최대치를 
취하는 버튼 i max를 선택하고, 버튼 i max에 대한 가중우선도 P imax를 최종적인 우선도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복수의 버튼의 입력신호로부터 구한 가중우선도를 통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
자의 촬영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해서 구한 우선도를 기초로 표시화상의 선택을 행함으
로써, 사람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화상을 많이 표시할 수 있어, 간단하게 화상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8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 화상생성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다이제
스트의 작성과 표시라고 하는 2개의 처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이제스트 표시전에, 미리, 「다이제스
트작성」의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다이제스트 작성의 처리에서는, 다이제스트의 화상을 선택할때에 
필요한 촬영시의 카메라조작을 추정한다. 다이제스트 표시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카메라조작에 
따라서 다이제스트를 표시한다. 여기서 카메라조작은, 패닝, 주밍등의 카메라의 방향이나 위치, 화각을 
변화시키는 조작 및 그 조합으로 한다.

이하, 다이제스트의 작성·표시의 처리의 개요를 제18도의 블록도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동도면은 데이터
베이스와, 다이제스트작성시에 동작하는 부분, 표시시에 동작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 데이터
베이스(302)는,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된 화상이 기록되어 있는 움직임화상격납매체(303)와, 촬영시
에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라조작을 기억하는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의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작성·표시의 처리의 개시/절환은, 다이제스트작성. 표시선택부 1에서 사용자가 「작성」 또는 「표
시」의 모우드를 설정함으로써 행하여진다.

먼저, 다이제스트작성의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이제스트작성의 처리데이터베이스(302)와 그 좌측에 
표시한 부분에서 행하여진다.

다이제스트작성·표시선택부(301)에서 「작성」 모우드가 설정되면, 움직임화상격납매체(303)는 움직임벡
터검출부(304)에  대해서  판독을  개시하고,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는  카메라조작추정부(305)로  부터의 
기록가능상태로 된다. 웁직임벡터 검출부(304)에서는, 움직임화상격납매체(303)로 부터의 영상신호를 입
력하고, 화면내의 소정위치의 국소적인 움직임벡터를 검출한다. 검출된 움직임벡터는 카메라조작추정부
(305)에 입력되고, 촬영시에 행하여진 카메라의 조작이 추정되어, 패닝, 주밍등의 각 조작량이 검출된다. 
검출된 조작량은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에 기억된다.

한편, 다이제스트 표시의 처리는, 데이터베이스(302)와 그 우측에 표시한 부분에서 행하여진다.

다이제스트작성·표시선택부(301)에서,  「표시」 모우드가 설정되면,  움직임화상격납매체(303)는 다이제
스트표시제어부(308)에  대해서 판독가능하게 되고,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는 쇼트구분짓기검출부(307)
에 대해서 판독을 개시한다.

쇼트구분짓기검출부(307)는,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로 부터의 카메라조작을 사용해서, 주밍의 개시, 패
닝의 종료등의 카메라조작의 구분짓기가 되는 프레임을 검출한다. 다이제스트표시제어부(308)에서는, 쇼
트구분짓기검출부(307)에서 얻은 구분짓기에 의거하여, 다이제스트로서 표시하는 화상과 그 표시방법을 
결정한다.

표시되는  화상은  움직임화상격납매체(303)로부터  표시장치(306)에  보내지고,  다이제스트로서  표시된다. 
다음에 각 블록에서의 동작의 상세를 설명한다.

먼저, 움직이벡터검출부(304)의 동작을 설명한다. 제19도는, 본 블록에서 검출하는 움직임벡터로서 화면
내에서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19도(a)는, 전체화면에서 수평, 수직방향으로 M, N 개의 직
선을  격자형상으로  배열한  도면이며,  M·N  개의  교차점은  검출해야할  움직임벡터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하 M·N 개의 교차점을 격자점이라 호칭되고, 수평, 수직방향에서 각각 i, j 번째의 격자점을, 격자점
(i, j)(1≤i≤M, 1≤j≤N)라 호칭한다.

본 실시예에서 격자점위치에서의 움직임벡터는, 각 격자점의 주변에서 복수의 대표점을 선댁하여, 대표점
매칭에 의해 구한다. 제19도(b)는, 제19도(a)의 격자점(i, j)근처를 확대한 도면이며, 격자점과 그 주변
의 (2·m+1). (2·n+1)개의 대표점의 위치관계를 표시한다. 이하, 격자점(i, j) 의 대표점중, 수평, 수직
방향으로 각각 K,1번째의 것을, 대표점(i, j, k,1)(-m≤k≤m,-n≤1≤n)라고 호칭한다. 제19도(b)로 부터 
알수 있는 바와같이, 대표점(i, j, o, o)는 격자점( i, j) 에 동등하다.

이하에, 움직임벡터검출부(304)의 구체적인 블록도를 표시한 제20도를 사용해서, 움직임벡터를 구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움직임  벡터검출부(304)의  입력은  움직임화상격납매체(303)로  부터의  영상신호이며  r프레임에 (r:소정
수)에 1회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어느시간 t의 화상을 제 10프레임째의 화상으
로 하고, 이후, 시간(t+τ)의 화상을 제(30·τ)프레임째의 화상이라고 호칭하기로 한다.

지금, 제R 프레임째의 화상이 입력된 것으로 한다. 입력화상은 먼저, BPF(331)에서 대역통과 필터에 통하
게 된다. 여기서 좌표위치(x, y)에서의 BPF처리후의 화상의 값을 I (x, y)로 한다.

한편, 대표점값기억부(332)는, r프레임 앞 즉, 제(R-r)프레임째의 BPF 처 리후의 화상의 대표점의 값이 
기억되어 있다. 즉, 대표점(i, j, k, l)의 값 Y(i, j, k, 1)=(pos-x(i, k), pos_y(j,1))1 ≤ i ≤ M, 1 
≤ j ≤ N, -m ≤ k ≤ m, -n≤1≤ npos_x(i,k): 대표점(i,j,k,1)의x좌표pos_y(i,k): 대표점(i,j,k,1)의y
좌표가 기억된다.

매칭부(333)는, BPF(331)로부터 BPF처리후의 화상 I(x,y)를, 대표점값기 억부(332)로부터 r프레임앞의 대
표점의 값 y(i, j, k)를 입력하고, 대표점매칭에 의해각 격자점에서의 움직임벡터를 구한다. 즉, 격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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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에 관해서, 

Σ Σ {Y(i, j, k, 1)-I  (pox_x(i, 0)+g, pos_y(j, 0)+h}

가 최소로 되는 g, h를(2·G)·(2·H)의 범위내(-G≤g≤G, -H≤h≤H)에서 탐색함으로써, 움직임벡터 (g, 
h)가 구해진다.

대표점값기억부(332)의 내용은, 매칭부(333)의 처리가 종료한 후, 갱신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점위치기
억부(334)에 기억되어 있는 대표점의 좌표pos_x(i, j, k,1), pos_y(i, j, k, 1)1 ≤ i ≤ M,1 ≤ j ≤ N, 
-m ≤ k ≤ m , -n ≤ 1 ≤ n를 사용해서, 제R프레임째의 BPF처리후의 화상의 대표점에서의 값을 기록한
다.

이상과 같이 해서, 입력된 화상과 r프레임앞의 화상의 2개의 화상으로부터 움직임벡터를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카메라조작추정부(305)에서, 움직임벡터로부터 카메라조작을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움직임화상으로부터 추정할수 있는 카메라조작은, 카메라의 수평, 수직방향의 변화(패닝, 틸팅), 카메라
화각의 변화(주밍), 카메라의 수평·수직·전후의 위치변화(트래킹, 브우밍(booming), 돌리잉(dollying),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패닝, 털팅, 주밍의 3종류의 조작을 추정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상기  3종류의  카메라조작에  의해서,  카메라의  촬상면에  투영된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생각한다. 제 21도는 카메라의 촬상면과 피사체의 위치관계를 표시한 도면으로서, 카메라의 공간의 3차원
좌표를 (x, y, z)로 표시하고, 촬상면상의 2차원좌표를(x, y)로 표시하고 있다. 또, 카메라의 위치를 3차
원조표의 원점으로하고, 카메라의 광축을 z측으로 한다. 촬상면은 z=F(F:초점거리)에 위치하고, 피사체의 
임의의 점이 좌표 u1=(x1, y1, z1)가 촬상면의 U1=(X1, Y1)에 투영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피사
체의 좌표와 촬상면상의 좌표와의 관계는, 

X1 = F·x1/z1 

y1 = F·y1/z1  : ……………………⑥

로 표시할 수 있다.

제 21도의 좌표를 사용해서, 먼저 주밍에 의한 피사체의 좌표의 촬상면상의 이동을 생각한다. 제22도(a)
는, 초점거리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밍을 표시한 것이다. 동도면과 같이 초점거리가 F에서부터 F'
로 변화하였을 때, u1의 피사체의 투영이 U1=(X1, Y1)에서부터 U2=(X2, Y2)로 이동한다.

단, 식⑥에서 U2는U2 = U1·F'/ F = f·U1 단, f = F'/ F를 만족시킨다.

마찬가지로해서 제22도(b)를 사용해서 패닝, 틸팅의 경우를 생각한다. 패닝, 틸팅은 각각 카메라 x축, x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조작과 동등하다. 동도면과 같이 카메라가 축에 대해서 θx만큼 회전하였을 경우, 
피사체의 공간에서의 좌표u1은 u3으로 이동한다. 단, u3은 식 ⑦을 만족시킨다.

1                     0                   0

u3=u1                  0                  coxθx       -sinθx     ………⑦

0                  sinθx           conθx

x에 관한 회전각 θx가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면, 이동후의 촬상면상의 좌표 U3=(X3, Y3)에 대해서 식⑥의 
관계로부터 X3=X1, Y3=Y1+F·θx의 관계가 유도된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x 축, y 축에 대해서 다함께 회
전하는 카메라조작의 경우, 임의의 좌표의 조작전후의 관계는 U3=U1+P 단 , P=(px , py) px, py: x측, y
축의 회전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상의  일로부터 주밍,  패닝,  틸팅을  합성한  일반적인 카메라조작에 대해서,  카메라  조작전후의 좌표 
U1=(X1, Y1), U'=(X', Y)는 U'1=f·U+P를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f를 줌요소, p를 회전벡터라 
호칭한다.

따라서, 줌요소와 회전벡터를 구함으로써, 카메라의 조작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 움직임벡터검출부(304)에서 구하게된 움직임벡터로부터, 줌요소와회전벡터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
명한다. 여기서, 격자점(i, j)에 관해서, 위치(2차원좌표)를 U i, j, 움직임벡터검출부(304)에서 구하게
된 움직임벡터를 v i, j로 한다.

지금, 줌요소f, 회점벡터p의 카메라조작이 시작되었을 때, 격자점(i, j)는 U' I, j(f, p)=f·Ui, j+p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시작한 카메라조작의 f, P를 추정하려면, 실제로 이동한 위치

와의 Ureal i, j = ui, j+vi, j오차 E(f,p)= (u')(f, p)-(u
real

 i, j)
2
이 최소로 되게 되는 f, P를 구하

면 된다. 오차E는 f, P에 관해서 2차식이므로, 오차E를 최소로하는 f,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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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 ·,· 는 내적(內積)을 표시한다. 따라서, 카메라조작추정부(305)에서는, 
움직임벡터검출부(304)로부터 움직임벡터 vi,j와 격자점위치 U i,j를 입력하고, 식⑧에 의해서 f, P를 계
산함으로써, 주밍,패닝, 틸텅의 조작량을 추정한다. 구하게된 f, P 는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에보내지
고,기록된다.

다음에, 쇼트구분짓기검출부(307)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블록은,다이제스트표시의 모우드에 들어
갔을 때,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로부터 줌요소 f회전벡터 P를 판독입력하고, 쇼트의 구분짓기를 검출한
다. 여기서, 쇼트는, 예를들면 피사체에 줌업해서 좔영하는 업쇼트, 먼곳의 풍경을 촬영하는 롱쇼트등의 
연속하는 카메라조작을 하나로 합친 움직임화상의 단위를 표시한다. 따라서 쇼트의 구분짓기는 주밍의 개
시점, 패닝의 종료점등의 카메라조작의 변화점을 찾아냄으로써 검출할 수 있다.

단, 추정되는 f, P에는,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행한 카메라조작외에, 카메라의 약간의 움직임등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급격한 변화만을 검출한다.

즉 카메라조작의 변화점을, f 또는 P 가 있는 임계치이상 변화하는 시점으로 한다.

이하에, 쇼트의 구분짓기를 검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 23도는 쇼트구분짓기 검출부(307)의 구체적인 
구성블록도이다.

지금, 조작량기 억부(361)에는, 제R프레임째의 화상에 대한 카메라의 조작량인f(R), px(R), py(R) 가 각
각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는  r프레임마다  카메라조작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로부터  제(R+r)프레임째의  화상의  카메라조작,  f(R+r),  px(R+r), 
py(R+r)를 판독입력한다.

변동검출부(362)는, f, px, py 각각에 대해서, r 프레임앞의 화상과 현재입력중의 화상의 조작량의 차이
의 절대치, ｜ f(R)-f(R+r) ｜ , ｜ px(R)-px(R+r) ｜ ,  ｜py(R)-py(R+r) ｜ 를 구한다. 판정부(363)는, 
변동검출부(362)로부터의 3개의 출력을 각각의 임계치와 비교한다. 3개의 조작량의 차이의 절대치중, 적
어도 1개가임계치이상일 때, 제(R+r)프레임째에 카메라조작이 변화한 것, 즉, 쇼트의 구분짓기인 것으로 
판정한다. 제R프레임째의 조작량이 변동검출부(362)에서 사용된후,조작량기억부(361)의 내용은 갱신되어, 
f(R+r), px(R+r), py(R+r)이 기억된다.

또, 임계치설정부(364)는, 판정부(363)에서 사용되는 임계치를 사용자 입력에 의해설정하는 부분이며, 임
계치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상이 1프레임의 화상에 대한 쇼트구분짓기검출부의 동작이다. 다음에,실제의 예로 쇼트구분짓기를 검출
하는  수순을  따른다.  제24도는  실제의  조작량의시간변화의  일예이다.  제24도의  횡축은 프레임번

호,(a),(b),(c)는 각각 f,px, py에 대응하고 있으며, 상단은 각 조작량, 하단은 변화량을 표시하고 있다.

또, 하단의 수평방향으로 그려진 2개의 점선은, 각 조작량의 임계치이다. 변화량이 임계치의 범위를 초과
한 프레임번호에는 화살표를 부여하고 있으며,(d)에 표시한 바와같이,5개의 쇼트구분짓기가 검출되어 있
다.

이상과 같이, 조작량의 변화량을 임계치와 비교함으로써, 쇼트의 구분짓기를 검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이제스트표시제어부(308)에  있어서의  동작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쇼트구분짓기검출부
(307)에서 검출된 쇼트의 구분짓기에 의거하여, 다이제스트의 표시방법을 제어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쇼
트의 구분짓기마다 소정프레임수의 화상을 선택하고, 다이제스트로서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 2도에,  다이제스트표시제어부(308)의 구체적인 블록도를 표시한다. 동도면에 있어서, 카운터(382)는 
자연수의 값을 1개 기억하는 메모리이며, 초기치로서 0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현재, 쇼트구분
짓기검출부(307)에서 처리한 카메라 조작은, 제R프레임째의 화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 카운터 제 어 부(381)는, 쇼트구분짓 기 검 출부(307)로부터 , 제R프레 임 째가쇼트구분짓기인지 
여부의 판정결과를 입력한다. 판정결과가, 쇼트구분짓기이다일 때, 카운터(382)의 내용을 소정의 값 TH로 
변경한다.  판정결과가,  쇼트구분짓기아님일  때,  카운터(382)의  값을  1개  디크리멘트한다.  단, 카운터
(382)의 내용이 0일때는, 그대로의 값 이을 유지시킨다.

카운터제어부(381)의 처리가 종료하면, 화상선택부(383)에서 화상을 표시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즉, 
카운터(382)의 내용이 0보다 클때, 제R프레임째의 화상을 표시화상으로서 선택하여, 움직임화상격납매체
(3)로부터의 영상신호를 출력장치(309)에 전송한다. 출력장치(309)에서는, 전송된 영상을 다이제스트로서 
표시한다. 그후 동기부(384)는, 움직임화상격납매체(303)와 카메라조작격납매체(306)에대해서, 제R프레임
째의 처리가 종료한 것을 알리고, 다음의 프레임의 화상에 대한 처리를 개시한다.

상기 처리를 제24도의 예에 대해서 행하면, 제24도(e)와 같이 된다. 단,1개의 값을 가지는 프레임의화상
이 다이제스트로서 표시되는 것을 표시한다.

이상과 같이, 촬영시의 카메라조작을 추정하고, 카메라조작의 구분짓기에 의거해서 표시하는 화상을 선택
함으로써, 사용자의 촬영의도에 의거한 다이제스트표시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대표점매칭에 의해서 움직임벡터를 검출하였으나,블록매칭이나 특징점매칭등의 
기법을 사용해도 마찬가지이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카메라의 조작추정을 주밍, 패닝, 틸딩의 3개의 조작에 한정해서 행하였으나, 도
우밍등의 다른 조작을 추정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다이제스의 표시방법으로서, 쇼트구분짓기마다 소정시간의 화상을 표시하는 방식
을 설명하였으나, 화면을 다분할해서 쇼트구분짓기의화상을 1화면상에서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등을 취하
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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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의 제9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움직임화상기록매체를 제26도에 표시한다. 제26도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의 일예로서 비디오테
이프를 표시하나, 비디오디스크나 IC메모리등의 다른 기록매체이어도 된다. 제26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비디오테이프에는 영상신호와 함께 영상신호에 대응해서 프레임단위로 대표화상의 추출정보를 
기록해둔다. 여기서 대표화상의 추출정보란, 카메라조작정보와 화상처리정보와 촬영상태정보이다.

카메라조작이란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할때의 녹화개시조작이나 줌조작등이며, 녹화개시조작정보는 
녹화개시조작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플래그를 사용해서 녹화개시점을 표시한 정보이며, 줌조작정보는 줌배
율을 표시한 정보이다. 녹화개시조작정보도 줌조작정보도 다같이, 비디오카메라의 버튼조작을 기초로 검
출가능한정보이다. 화상처리정보는 촬상소자에 의해서 촬영한 영상신호를 기초로해서 자동적 또는 사람이 
관여해서 추출처리한 정보이고, 예를들면 포커스제어를 행하기위하여 구한 영상신호의 고주파성분의 주파
수나 크기, 또는 프레임간에 휘도신호나색신호의 차이를 구한 프레임간 차분치, 또는 영상신호로부터 추
출된, 피사체영역의 위치나 크기, 또는 역광이나 과도한 수광의상태, 또는 보정치나 색온도등이다.촬영상
태정보는 카메라의 촬영상태를 센서에 의해서 검출한 정보이고, 예를들면각속도센서에 의해서 검출한 패
닝등의 카메라의 움직임정보, 또는 광량센서에 의한피사체광량이나 조리개개방도센서에 위해서 검출한 렌
즈의 조리개개방도, 또는 렌즈위치검출에 의한 포커스 거리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대표화상추출정보를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구비함으로써, 이후의 실시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움직임화상중의 대표화상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10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7도에 본 실시예의 
구성도를 표시한다. 본 실시예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영상신호와 함께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
를 기록해 두고, 움직임화상기록매체로부터 대표화상의 추출정보를 판독해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의거
해서 1커트(카메라에서 녹화개시조작을 한 다음에 녹화종료조작을 하기까지의 사이에연속해서 촬영된 움
직임화상의 뭉치)중에서 대표적인 화상을 정지화상으로서 추출하는 것 이다. 제27도에서,(401)은 재생신
호입  력부,(402)는  카메라조작정보획득부,(403)은  화상처리정보획득부,(404)는 촬영상태정보획득부,(40
5)는  영상신호획득부,(406)은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07)은  대표화상관리부,(408)은 대표화상기억

부,(409)는 출력장치이다. 이상의 구성에 대한 각부의 동작에 대해서이하에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재생신호입력부(401)에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해서 입력한다. 카메라조작정보
획득부(402),  화상처리정보획득부(403)  및  촬영상태정보획득부(404)에서는,  재생신호입력부(401)에 입력
된 재생신호로부터 각각 카메라 조작정보와 화상처리정보 및 촬영상태정보를 판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코우드화된 각정보를 디코우드한다.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06)는, 카메라조작정보에 포함되는 녹화개
시조작정보를 검출하고, 다음 녹화개시조작정보를 검출하기까지의 동일 커트내의 각화상에 대해서, 카메
라조작정보중의 녹화개시조작정보 이외의정보와 화상처리정보 및 촬영상태정보에 의거하여, 각 화상이 커
트의 대표화상으로서 적당한 화상인지 여부의 평가를 행한다. 대표화상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된화상에 
관해서, 대표화상관리부(407)는 영상신호획득부(405)로부터 1프레임의 화상을 도입하고, 대표화상기억부
(408)에 기억한다. 출력장치(409)는, 대표화상기억부(408)에 기억된 대표화상을 인출해서 출력하는 것으
로서 디스플레이나 프린터등이다. 또한, 대표화상 추출정보평가부(406)의 동작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다
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실시예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영상신호와 함게 미리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를 기
록해 두고, 움직임화상기록매체로부터 대표화상의 추출정보를 판독해서 대표화상을 추출하는 경우에 대해
서 설명을 행하였다. 그러나,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영상신호를 처리함으로써,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에 의거하여 대표화상을 추출할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하기의 제11실시
예에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1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는,  영상신호만으로  모든  대표화상추출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제28도에 영상신호로부터 대표화상추출정보를 획득하는 장치의 구성예를 표시한다. 제28도에서 
(410)은 프레임간차분치검출부, (411)은 메모리,(412)는 변화량검출부,(413)은 커트체인지검출부,(414)는 
카메라워어크검출부,(415)는 움직 임 벡터 검출부,(416)은 카메라워어크파라미터추정부, (417)은 피사체
정보검출부,(418)은 움직 임 영 역 검출부,(419)는 영 역내특징추출부, (420)은 포거스정보검출부,(421)
은 고역통과필터,(422)는 평균치산출부이다.

이상의 구성에 대한 각부의 동작에 대해서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프레임간차분치검출부(410) 및 커트체인지검출부(413)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프레임간차분치
검출부(410)는, 움직임화상신호를 1프레임 지연시키기 위한 메모리(411)와, 연속하는 프레임간에서 움직
임화상신호의 차이분을 구하는면화량검출부(412)로 이루어진다. 움직임화상의 연속하는 프레임간의 차이
를 구하는 신호는 휘도치나 rgb치등을 사용하여, 변화량검출부(412)에서 화소단위로 연속하는 프레임간의 
화상신호의 차분연산을 행하고, 화소마다의 차분치의 총합을 구해서 프레임간차분치로서 출력한다. 커트
체인지검출부(413)는,  프레임간차분치검출부(410)에서  구한  프레임간차분치에  대해서  임계치처리한다. 
즉, 소정의 임계치와 프레임간의 차분치와의 비교를 행하여, 프레임간차분치가 임계치보다 큰 경우는 2개
의 프레임사이에서 화상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커트체인지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비디오카메라에서는, 녹화개시조작을행함으로써 커트체인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로 화상신
호로부터 커트체인지를검출함으로써 녹화개시조정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커트체인지검출부(413)에서
는, 임계치를 초과하는 프레임간차분치가 검출된 시점에서, 녹화개시조작정보를 출력한다. 또한, 제28도
에 표시한 프레임간차분치검출부(410)의 구성은 일예이며, 제29도에서 표시한 바와같은 다른 구성으로도 
된다.  제29도에서  (444)는  움직임화상신호의  1프레임에  대한  색히스토그램을  구하는 색히스토그램검출
부,(445)는 구한 히스토그램을 기억하는 히스토그램메모리,(446)은 연속하는 프레임사이에서 색히스토그
램의 차이를 검출하는 히스토그램차분검출부이다. 제29도에 표시한구성에의하면, 프레임차분치는 화소마
다의 임계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마다의 한계치와 비교한다. 또한 화면을 복수의 블록으로 분
할하고, 블록단위로프레임간의 차이분을 구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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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워어크검출부(414)의 동작에 대해서는, 제8실시예의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 대한 카메라조작의 
추정과 마찬가지이며,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에 피사체정보검출부(417)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피사체정보검출부(417)는 비디오카메라에 의해
서 피사체를 트래킹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사체의위치나 크기,  색등의 피사체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즉, 카메라워어크검출부(414)에서 패닝을 검출하고, 또 움직임영역검출부(418)에서 움직임영역을 검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  영역내특징량추출부(419)에서  움직임영역으로부터  영역내의  특정량을 

추출한다. 움직임영역검출부(418)에 대한 동작을 더욱 상세하게설명한다.

움직 임 영 역 검출부(418)에는, 움직 임 벡터 검출부(415)에서 검출한 화면내의 각격자점의 움직이벡터 
v i,j 와, 카메라워이크검출부(414)에서 검출한 패닝에 의한카메라의 움직 임 벡터 Vp가 입 력된다. 움직 
임 영 역검출부(418)에서는, 식⑨를 만족시키는 격자점을 추출하고, 추출한 격자점의 연결관계에 의거해
서, 패닝lvi, j - Vpl ε: (9)(단,ε는 소정의 값)에 의한 카메라의 움직임벡터와는 상이한 영역을 추출
한다. 영역내 특징량추출부(419)에서는, 움직임영역검출부(418)에서 검출한 움직임영역으로부터 영역내의 
특징량으로서, 중심위치와 면적과 색을 추출한다.

다음에 포커수정보검출부(420)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프커스정보검출부(420)는 화상의 흐려짐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 화상의 고주파성분의 양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화상이 렌즈의 초점어긋남등에 
의해서 흐릿해진 상태에서 영상신호의 고주파성분의 값이 작게 된다. 이 때문에, 고역통과필터(421)에서
화상의 고주파성분을 인출하고, 평균치산출부(422)에서 화면전체 또는 지정영역내에서의 고파성분의 평균
치를 구하는 구성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영상신호를 처리함으로써,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서는 γ보정치, 색온도, 역광이나 과도한 순광상대, 피사체광량등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들의 정보도 영상신호를 처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한 후, 획
득한정보를 기초로 대표화상을 추출하는 구성과 기법에 대해서는 제10실시예의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와 
마찬가지이므로 이에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 설명한 대표화상추출정보를 획득하는 장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움직임화상기록매체로부터 판독입력된 영상신호를 기초로해서 대표화상추출정
보를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마찬가지로 해서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중에, 촬상소자로부터 도입한 영
상신호를 기초로해서 대표화상추출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구성은 제28도와 마찬가지이므로 
이에대한 설명은 생략하나, 비디오카메라에 구비된 센서에 의해서 검출가능한 대표화상추출정보가 존재할 
경우는, 영상신호로부터 대표화상추출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또, 비디오카메라
의 의해서 촬영중에 획득한 대표화상추출정보는, 영상신호와 함께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해도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2실시예에 의한 움직임화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30도에 본 발명의 움직임
화상기록장치의 구성을 표시한다. 본 실시예는 비디오 카메라에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를 구비한 구성이
며,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중에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하는 정지화상을 결정하고, 움직임화상기록매체
에영상신호를 기록하는 동시에 추출하는 정지화상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제30도에서 본 발명의 움직
임화상기록장치(427)는, 카메라조작정보획득부(428), 화상처리 정 보획 득부(429), 촬영 상태 정 보획 득
부(430), 영 상신호획 득부(431),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32), 정지화상정보기록부(433), 영상신호기록
부(434)로 이루어진다.이상의 구성에 대한 각부의 동작에 대해서 이하 상세하게 설명한다.

카메라조작정보획득부(428)는,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하였을때의 녹화개시조작이나 줌조작등의 정보
를 획득하는 부분이다. 녹화개시조작정보는 녹화개시조작이 행하여진 시점에 플래그를 사용해서 녹화개시
점을 표시한 정보이며, 줌조작정보는 줌배율을 표시한 정보이다. 녹화개시조작정보도 줌조작정보도 함께, 
비디오카메라의 버튼조작하에 검출한다. 화상처리정보획득부(429)는, 촬상소자에의해서 촬상된 영상신호
를 처리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이고, 예를들면 표커스제어를 행하기 위하여 구한 영상신호의 고주파성분
의 주파수나 크기, 또는 프레임간에 있어서의 휘도신호나 색신호의 차이를 구한 프레임간차분치, 또는 영
상신호로부터구한 피사체영역의 위치나 크기등의 정보, 역광이나, 과도한 순광의 상태, 또는 γ보정치나 
색온도 등을 추출한다. 촬영상태정보획득부(430)는, 카메라의 촬영상태를 센서에 의해서 검출한 정보를 
휙득하는 부분이고, 예를들면 각속도센서에 의해서 검출한 패닝등의 카메라의 움직임정보, 또는 광량센서
에 의한 피사체광량이나조리개개방도센서에 의해서 검출된 렌즈의 조리개개방도, 또는 렌즈위치검출에 의
한 포커스거리등을 획득한다.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32)는, 카메라조작정보에 포함되는 녹화개시조작정보를 검출하고, 다음의 녹화
개시조작정보를 검출하기까지의 동일커트내의 각화상에대해서, 카메라조작정보중 녹화개시조작정보이외의 
정보와 화상처리정보와 촬영상태정보에 의거하여, 각화상이 커트의 대표화상으로 적당한 화상인지의 여부
를 평가한다. 대표화상으로서 적당하다고 평가된 화상에 관해서, 정지화상정보기록부(433)를 통해서 정지
화상정보를 기록매체(435)의 정지화상정보기록매체에 기록한다. 또한,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32)의 동
작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실시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정지화상정보기록부(433)에서 기록하는 정지화상정보에 대해서더 설명한다. 정지화상정보란,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32)에서 대표화상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된 정지화상 그자체, 또는 축소등의 화
상처리에 의해 처리된 화상, 또는 정지화상에 대응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격납위치정보, 또는 정지
화상에대응하는 움직임화상에 부여한 플래그등이다.

정지화상정보가 정지화상 그자체, 또는 축소한 화상인경우는 카메라로 촬영한 움직임화상을 영상신호획득
부(431)와 영상신호기록부(434)에 의해서 기록하는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기록위치와는 상이한 위치, 또
는 움직임화상을 기록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와는 상이한 기록매체에 정지화상정보인 화상을 기록한다. 
예를들면 움직임화상기록매체가 비디오테이프의 경우는, 정지화상정보의 화상만을 정리해서 테이프의 선
두부분, 또는 테이프의 종단부부분에 기록하거나, 또는 테이프와는 별도로 구비된 IC 메모리에 정지화상
정보만을 기록한다.

정지화상정보가 정지화상에 대응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격납위치정보의 경우는 카메라로 촬영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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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화상을 영상신호획득부(431)와 영상신호기록부(434)에 의해서 기록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기록
위치와는 상이한 위치, 또는움직임화상을 기록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와는 상이한 기록매체에, 정지화상
정보인 정지화상에 대응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격납위치정보를 기록한다.

정지화상정보가 정지화상에 대응하는 움직임화상에 부여한 플래그인 경우는,카메라로 촬영한 움직임화상
을  영상신호획득부(431)와  영상신호기록부(434)에  의해서  기록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기록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정지화상정보를 기록한다. 즉, 예를들면 1프레임단위로 기록하는 영상신호의 선두부분에 
정지화상정보의 플래그를 기록한다.

이상과 같이해서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촬영한 영상신호를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하는 동시에, 촬영
한 움직임화상중에서 대표화상을 추출하고, 대표화상의 정지화상정보를 기록매체에 기록한다. 이에 의해
서 기록된 정지화상정보를 판독해서 대표화상을 디스플레이나 프린터에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의 본 발명의 제13의 실시예에의 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을 설명한다.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
성방법은, 제27도의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06)  및 제30도의 대표화상추출정보평가부(432)에 있어서의 
처리방법이다.

본  발명의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은,  녹화개시조작을 한다음에 녹화종료조작을 하기까지의 사이에 
연속해서 촬영된 움직임화상중에서, 대표적인 화상을 정지화상으로서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여기
서 대표적인 화상이란, 촬영자의 의도, 촬영된 화상의 상태, 피사체의 상태에 의거하여 평가해서 선택한 
화상을 말한다.

촬영자의 의도는, 줌이나 이동촬영등의 카메라워어크에 반영된다. 즉, 줌인(zooming-in)하고 있을 때는, 
주목하고 있는 피사체가 화면에 존재하는 경우이며, 중요한 화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 패닝하고 있을
때는, 어떤 장면에서부터 다른 장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동안이며,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또, 이동촬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트래킹하고 있는 피사체가 존재할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이와같이 카메라워어크로부터 촬영자의 의도를 추정하고, 중요한 부분을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촬영된 화상의 상태란, 촬영시에 포커스제어가 잘되지 않는 경우의 흐릿한화상상태나, 아이러스제어가 부
적절한 경우의 과도한 순광이나 역광의 상태, 또는 γ보정이 부적절한 경우등의 상태, 또는 조리개나 포
커스의 조정중의 상태등을 말한다. 이들의 화상상태는, 비디오카메라에서의 촬영시에 포커스제어나 아이
리스제어의 정보, 또는 γ보정치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 포커스제어나 아이리스제어,γ보정의 정
보가 없는 경우에는, 영상신호를 처리함으로써 화상상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화상상태를 평가
함으로써, 대표화상으로서 화상상태가 양호한 것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사체의 상태란, 촬영하고 있는 피사체의 위치나 크기등의 상태, 촬영중에 카메라의 앞을 사람이 횡단하
였을 경우 등의 장해물의 존재상항, 촬영중의 플래시가 비쳤을 경우 등의 상태, 피사체에 스포트라이트가 
조사되고 있는 상태 등을 말한다. 피사체의 위치나 크기에 관해서는, 위치가 카메라의 중앙에서 면적이 
큰쪽이 바람직하고, 장해물은 존재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또, 플래시가 비쳤을 경우의 화상은 대표
화상으로서 추출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 또, 스포트라이트가 조사되고 있는 화상은 주목화상이며, 대
표화상으로서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피사체의 위치나 면적의 검출방법에 관해서는 제3실시
예에 의한제28도의 피사체정보검출부(417)에서 설명되어 있다. 또, 플래시나 장해물의 검출방법에 관해서
는, 제28도의 프레임간차분치검출부(410)에서 구한 프레임간차분치를 기초로 검출가능하다. 즉, 플래시는 
프레임간차분치가 급변하기 때문에, 소정의 임계치에 의거하여 검출할 수 있다. 장해물의 경우는, 화면중
에 장해물이 들어갈때와 화면에서부터 장해물이 나갈때에 프레임간차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프레임간차
분치가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장해물이 화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해서 검출할 수 있다. 또, 
스포트라이트의 조사는, 피사체광량을 기초로 검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대표화상을 추출하기 위한 지식에 의거해서,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대표화상의 추출방법을 설
명한다. 본 실시예의 구성예를 제31도에 표시한다.

제 31 도에서 (436)은 가중가산부,(437)은 게이트신호발생부,(438)은 게이트부, (439)는 최 대치 검출부
이다.  가중가산부(436)에는  줌배율과  피사체정보가  입  력되어,  각각의  신호에  가중해서  가산한다. 
여기서, 피사체정보는 카메라에 의해서 피사체를 트래킹하고 있을 때에 얻어지는 정보로서, 트래킹시의 
피사체의 위치와 크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 피사체정보는, 피사체위치가 카메라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또 
피사체의 면적이 클수록 큰값이 되도록 한다. 케이트부(438)는,  게이트신호발생부(437)의 게이트신호를 
기초로 스위치의 온, 오프를 행한다. 최대치검출부(439)는, 게이트부(438)로부터 입력되는 값의 최대치를 
검출한다.

케이트신호발생부(437)는, 패닝신호와 영상신호의 고주파성분치와 프레임간차분치등을 기초로 게이트신호
를 발생한다. 게이트신호의 발생방법을 제32도에 표시한다. 제32도의 (a)는 패닝신호로서, 패닝중이 0이
고, 패닝하고 있지 않을때가 1이 되는 신호이다. (b)는 영상신호의 고주파성분치이며, 값이 작을수록 화
상이 흐릿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c)는 (b)의 신호를 임계치에 의해 처리해서 2치화한것이며, 임계치
이하의  경우는  0으로  하고  있다.  (d)는  프레임간차분치이다.  (e)는  (d)의  신호를  임계치에  의해 
처리하고, 임계치이상인 경우는 0으로하고, 또 (d)의 신호가 임계치를 초과한 다음에 소정시간내에 재차 
임계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0과 0사이의 구간도 0으로 하는 처리를 행한다. 측, 단독으로 프레임간차분
치가 크게 되는 경우는, 플래시등에 의한 화상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프레임간차분치가 임계치
이상인기간만 0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같이 장해물이 카메라의 앞을 통과할 경우에는, 프레임간
차분치는 복수의 피이크를 취하기 때문에, 장해물이 화면속에 존재하는 기간은 프레임간차분치가 임계치
이하이어도 0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해서 2치화한 (a),(c),(e)의 3신호의 논리적을 취함으로써, 게이트신
호를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해서 제31도에 표시한 구성으로 평가치가 최대치로 되는 화상을구함으로써, 패닝하고 있는 
기간이나  화상이  흐려지는  기간,  또  플래시나  장해물이  존재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줌배율이 
높고, 피사체가 화면중앙에 크게 배치되어 있는 화상을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최대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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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부(439)에서최대치를 검출하는 것은,1커트전체이거나, 또는 1커트내의 복수의 구간이어도 된다.

또한, 제31도에서는 가중가산부(436)와 게이트신호발생부(437)와 게이트부(438)의 구성에 의해서 복수의 
입력으로부터 하나의 평가치를 구하고 있으나, 이구성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퍼지추론등의 룰에 의거한 
것이나, 뉴럴네트위어크에의해서 구하는 구성도 가능하다. 또, 본 실시예의 구성에는 γ보정치나 피사체
광량, 역광이나 과도한 순광상태, 조리개개방도, 포커스거리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들 신호도 마찬가지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즉,γ보정치나 조리개개방도나 포커스거리의 값이 변동하고 
있을 때, 또 역광이나 과도한 순광상태일때에는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하지 않도록 게이트신호를 발생시켜
도 된다.또, 피사체광량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가 조사되어있는 것을 검출해서 평가치를 높게하도록 하여
도 된다.

이상 설명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실시예의 구성은, 촬영자가 촬영개시조작을 한 다음에 촬영종
료조작을 하기까지의 사이에 촬영된 움직임화상의 전부에 대해서 평가를 행하여 대표화상을 추출하고 있
으나, 촬영자가 촬영개시조작을 한 다음에 소정시간경과후의 화상으로부터 평가를 행하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의 화상을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하는 구성이어도 된다. 이하의 제14실시예에서는, 이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4실시에 의한 구성을 제33도에 표시한다. 제33도에서 (440)은 타이머, (441)은 게이트부,(442)는 평가
부이다. 타이머(440)는, 촬영개시조작이 행하여진 다음의 경과시간을 측정하고, 촬영개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게이트부(441)의 게이트를 개방하도록 게이트신호를 발생한다. 평가부(442)는 게이트부
(441)를 통과한 포커스의 고주파성분치와, 프레임간차분치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부(442)에서의 조건은, 포커스의 고주파성분치가 소정의 임계치이상이고, 또한 프레임간차분치가 소
정의 임계치이하인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다. 평가부(442)에서는 조건이 만족된 시점에서 그 이후의 평가
를 중지하고, 조건이 만족된 시점의 정지화상을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평가에 
사용한 신호는 포커스의 고주파성분치와 프레임간차분치의 2개뿐이나, 패닝이나 줌등의 다른 신호를 상용
해도 된다.

다음에 제15실시예에 의한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의 다른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구
성을 제34도에 표시하고, 제33도와 동일한 것에는 동일번호를 부여하여 설명은 생략한다. 본 실시예는, 
촬영개시조작에서부터 촬영종료조작까지의 사이에 촬영된 화상의 수에 일정비율을 곱한 화상수로부터 평
가를 행하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의 화상을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하는 것이다.

제 34 도의 구성에서는 촬영개시조작에서부터 촬영종료조작까지의 사이에 촬영된 화상에 대해서, 중간프
레임이후의 화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간프레임검출부(443)에서, 촬영개시조작에서부터 촬영
종료조작까지 촬영된 프레임의 중간프레임을 검출하고, 중간프레임을 검출한 시점에서 게이트부(441)의 
게이트를 개방하도록 게이트신호를 발생한다. 게이트부(441) 및 평가부(442)의 동작은 제33도의구성과 마
찬가지이며,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 제1,2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매체는,움직임화상의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움직임화상정보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고싶은 장면을 용이하게 색출할 수 있
다. 또 본 발명의 제3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장치는 움직임화상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움직임화상으로
부터커트체인지화상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커트체이지화상을 기록한 움직임화상기록매체상의 기록어드
레스, 각 커트의 시간길이, 각 커트내에서의 화상의 변화정도를움직임화상관리정보로서 자동 기록함으로
써,  사람손을  개재할  필요없이,  대량의  움직임화상데이터에  대해서도  관리정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본 발명의제4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 사용자가 입력한 요약시간길이와 움직임
화상기록매체에 기록된 움직임화상관리정보에 의거하여, 기록된 화상내용을 고려한금속재생용의 요약화상
을 자동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의 제5, 제6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와 제7측면내지제10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
상자동생성방법에 의하면, 버튼입력신호로부터 화상의 상태를 추정하고, 상태에 따른 우선도를 설정해서 
표시화상의 선택이나 표시속도의 조정을 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촬영의도를 반영한 표시가 가능하게 되어,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다이제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버튼입력신호로부터 자동적으로 우선도를 계산함으로써, 미리 우선도를 할당하거나, 다이제스트의 표
시시에 수동으로 우선도를 조작하는 등의 번거로움없이, 화상내용파악이 급속재생과 마찬가지의 간단조작
으로 행할 수 있는 움직임화상다이제스트자동생성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11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에 의하면, 화상의 영상신호로부터 주밍, 패닝등
의 촬영시의 카메라조작을 추정하고, 카메라조작에 따라서 표시화상을 선택함으로써, 사용자의 촬영의도
를 반영한 표시가 가능하게 되어, 내용을 파악하기 쉬운 다이제스트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영상신호로부터 자동적으로 표시화상의 선택을 행할 수 있으므로, 미리 우선도를 할당하거나, 다이제
스트의 표시시에 수동으로 우선도를 조작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이, 화상내용의 파악이 급속재생과 마찬
가지의 간단한 조작으로 행할수 있는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12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매체는 화상추출정보를 구비함으로써, 화상추출정보에 의
거하여 움직임화상기록매에 기록된 움직임화상중에서 대표화상을 용이하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 발명의 제13측면에 따른 다이제스트화상생성장치와 본 발명의 제15측면 내지 제18측면에 따른 다
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은 화상추출정보에 의거하여, 움직임화상중에서 움직임화상의 내용을 충분히 표
현하는 정지화상을 대표화상으로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움직임화상의 내용을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제14측면에 따른 움직임화상기록장치는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한 영상신호를 움직임화상기
록매체에 기록하는 동시에, 촬영한 움직임화상중에서대표화상을 추출하고, 대표화상의 정지화상정보를 기
록매체에 기록함으로써, 기록된 정지화상정보를 판독해서 대표화상을 디스플레이나 프린터에 고속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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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움직임화상을 촬영할때에 촬영자가 카메라를 조작한 카메라조작정보를 획득하는 카메라조작정보획득수단
과; 촬상된 화상을 처리해서 얻어진 화상처리정보를 획득하는 카메라조작정보획득수단과; 센서로 부터의 
신호를 처리해서 얻어진 촬영중의 촬영상태정보를 획득하는 카메라조작정보획득수단과; 상기 화상처리정
보획득수단으로 부터의 화상정보와 상기 촬영상태정보획득수단으로 부터의 촬영상태정보중 적어도 1개의 
정보와 상기 카메라조작정보획득수단으로 부터의 카메라조작정보에 의거하여,  촬영자가 촬영개시조작을 
할 때부터 촬영종료조작을 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촬영된 움직임화상중에서 적어도 1매의 정지화상을 추
출하는 정지화상추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장치.

청구항 2 

촬상된 화상을 처리해서 얻어진 화상처리정보와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해서 얻어진 촬영중의 촬영상태
정보중 적어도 한 개의 정보와 촬영장치의 줌이나 촬영개시조작등의 카메라조작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와; 
정지화상추출지식에 의거해서 각 화상에 대한 평가치를 구하는 단계와; 평가치가 높은 화상을 추출하는 
단계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제스트화상자동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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