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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의 요부의 실시예에 대한 블럭도.

제2도는  색온도에  대한  각각의 색차신호(ER-EY),(EB-EY )와  색신호((E R+EB-2EY )/2)의  평균치를  도시한 

그래프.

제3(A)도  내지  (E)는  표준색바와  표준색바의  각각의  색에  대한 신호(ER-EY),(EB-EY),(ER+EB-2EY )  및 

(ER-EY)의 진폭치를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의 일예에 대한 블럭도.

제5(A)도 내지 (C)는 제4도에 도시한 장치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를 각각 설명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렌즈12 : 촬상소자

14,16,18 : 증폭기20 : 매트릭스회로

22 : 인코더60,70 : 스위치

62 : 가산기64 : 감산기

71,72,73,74 : 비교기75,77 :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

76,78 :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79 : 오아회로

82,92 : 적분회로84,94 : 차동증폭기

86,96 : 기준레벨설정기87,97 : 상한 리미터

88,98 : 하한 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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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내부측광 방식을 사용하여 자동
적으로 백 바란스(white balance)를 조정하기 위한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은  피사체에  부딪치는  빛에  의해  백  바란스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측광방식이  있는데,  이  내부측광방식은  백  바란스가  정확할  경우,  화면전체에  대한  색차신호의 평균
이  백색  또는  회색을  표시하는  소정의  기준레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색차신호(ER-EY),(EB-

EY )의  평균이  상기의  기준레벨이  되도록  적/청  신호의  이득을  피이드  백(feedback)  제어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측광방식은  상기의  가정의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예컨대,  푸른하늘  및  푸른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피사체  또는  붉은  벽을  배경으로  하는  피사체인  경우,  화면전체에  대한  색차신호를 
적분(평균)하면  청  또는  적색이  제공되고  회색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사체에  대해  상기의  색 
바란스  조정을  행할  경우에는  배경이  흐려지고  메인  피사체와  같은  그림의  색이  보색(강색) 방향으
로 제어되어 소워 칼라 페일러(color failure)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출원인은  원그림으로부터  강색(유채색)을  제거하고  화면내의 
백색 및 회색과 같은 무채색 부분의 색정보만을 적분하여 배경의 퇴색 및 메인 피사체 또는 칼라 페
일러의 오제어를 방지하는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일본국 특허출원 제62-
202509호)을 하였었다.

이하, 상기의 특허출원에 따른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제5(A)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강적색을  포함하는  그림으로부터  제5(B)도에  도시한  바와같은 색차신호
(ER-EY )가  얻어진다고  가정한다.  색차신호를  화면전체에  걸쳐  적분할  경우,  적분  평균치는 흑레벨에

서  적방향으로  이동되는바,  전술한  자동  백  바란스  조정을  수행할  경우,  사람의  얼굴색은  적의 보색
(시아노겐) 방향으로 오제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5(A)도의  그림으로부터  강적색을  표시한  색차신호를  블랭크(blank)하기  위해서는 
어떤  레벨(드레시홀드  레벨)을  설정하고  이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하는  강색차신호는  제5(C)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흑레벨(기준  색온도의  흑레벨)에  대해  블랭크한다.  이  결과로  원그림의 색차신호로
부터 강색차신호가 제거되므로 색차신호의 평균치는 회색에 가까워지게 된다.

제4도는  상기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에  대한  일예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렌즈(10)를  통해  입사되는  빛은  촬상소자(12)에  의해 적·녹·청신호(ER·EG·EB )로 

광전 변환된다.

각각의 신호(ER·EG·EB )는  각각의  증폭기(14,16,18)를  통해  매트릭스  회로(20)에  입력되는  바, 입력

된 신호는 휘도신호(EY)와 색차신호(ER-EY),(EB-EY)로 변환된 뒤 인코더(22)에 입력된다.

인코더(22)에서  색차신호는  직각  2상  변조(two-phase  modulation)되어 휘도신호(EY )와  가산된다. 그

러므로 변조되고 가산된 신호는 인코더(22)로부터 NTSC방식의 비디오 신호로서 출력된다.

한편, 색차신호(ER-EY) 및 (EB-EY)는 블랭킹 제어부(40)에 입력된다.

블랭킹  제어부(40)는 색차신호(ER-EY )의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41A)와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설

정기(41B),  비교기(42A,42B),  앤드회로(42),  블랭킹  스위치(44)와 색차신호(EB-EY )의  상측 드레시홀

드  레벨설정기(45A),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45B),  비교기(46A,46B),  앤드회로(47)  및  블랭킹 
스위치(48)로 구성된다.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41A)와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41B)는  각각 색차신호(ER-EY )의 적

색측의  강색차신호  및  시아노겐측의  강색차신호를  블랭킹하기  위한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설정한 다음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각각 출력한다.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과 색차신호(ER-EY)는 각각 비교기(42A)의 비반전단자와 반전단자에 

인가되는바,  비교기(42A)는  이들  두  입력신호를  비교하여 색차신호(ER-EY )가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보

다  작을  경우에는  H레벨신호를  출력하고,  색차신호가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보다  클  경우에는  강색차 
검출신호(L레벨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비교기(42B)의  비반전단자와  반전단자에는 색차신호(ER-EY )와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이  각각 인

가된다.  비교기(42B)는  이들  두  입력신호를  비교하여 색차신호(ER-EY )가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보다 

클  경우  H레벨신호를  출력하고,  색차신호가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보다  작을  경우  강색차 검출신호(L
레벨신호)를 출력한다.

앤드회로(43)는  비교기(42A,42B)로부터  두  입력신호가  모두  H레벨신호일  경우  즉, 색차신호(ER-EY )가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  사이에  있을  경우  H레벨신호를  출력하는  반면,  두  입력신호중  적어도 
하나가  L레벨신호일때  즉, 색차신호(ER-EY )가  상측  또는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할  경우 L레벨

신호를 출력한다.

블랭킹  스위치(44)는 색차신호(ER-EY )가  입력되는  입력접점(44A)과  기준레벨설정기(32)로부터의 기준

레벨이  입력되는  입력접점(44B)과  이들  접점(44A,44B)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접속하는 가동접점(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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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으로 구성된다.

앤드회로(43)로부터  H레벨신호가  입력될  경우,  블랭킹  스위치(44)는  가동접점(44C)을 입력접점(44
A)에 접속시켜 색차신호(ER-EY)를 적분회로(24)에 출력한다.

앤드회로(43)로부터  L레벨신호가  입력될  경우,  블랭킹  스위치(44)는  가동접점(44C)을  접점(44B)에 
접속시켜 기준레벨을 적분회로(24)에 출력한다.

한편,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45A,45B)는 색차신호(EB-EY )의  청색측의  강색차신호와 황

색측의  강색차신호를  블랭킹하는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설정한다.  또한  비교기(46A,46B), 
앤드회로(47)  및  블랭킹  스위치(48)는  상기  비교기(42A,42B),  앤드회로(43)  및  블랭킹스위치(44)와 
유사하게 작동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색차신호(ER-EY )  및 (EB -E Y )는  적분회로(24,26)에 

의해 각각 적분된다.

적분에  있어서  색차신호가  상측  또는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하는  강색차신호를  제공할  경우 
강색차신호는 색차신호의 적분(즉, 강색차신호 대신에 기준레벨이 적분됨) 전에 블랭킹된다.

상기의  적분회로(24,26)에  의해  각각  적분된  적분  평균치는  차동증폭기(28,30)의  반전단자에  각각 
입력되고,  반면에  차동증폭기(28,30)의  비반전단자에는  기준레벨설정기(32,34)로부터의  기준레벨 

즉,  화면전체에 걸친  색의  평균치가 회색을 나타낼 경우 색차신호(ER-EY )  및 (EB-EY )의  각각의 평균치

가 입력된다.

따라서  차동증폭기(28)는  상기  두  입력신호차를  증폭하여  얻어진 이득제어신호(RCONT )를  증폭기(14)에 

출력하므로  증폭기(14)에  의해  증폭된 원색신호(ER )의  이득을  제어한다.  또한  차동증폭기(30)는 상

기  두  입력신호를  증폭하여  얻어진 이득제어신호(BCONT )를  증폭기(18)에  출력하므로  증폭기(18)에 의

해 증폭된 원색신호(ER)의 이득을 제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색신호(ER , EB )는  화면전체에  걸친 색차신호(ER-EY )  및 (EB-EY )의  평균치가 기준레

벨과 각각 일치하도록 제어된다.

그러나 색차신호(ER-EY )  및 (EB-EY )는  색온도의  변화에  대해  크게  변화하므로  상기  드레시홀드 레벨설

정기(41A,41B,45A,45B)에서의  드레시홀드  레벨의  폭이  비교적  켜야만  하므로  이  결과,  강색을 충분
히 제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드레시홀드  레벨의  폭이  좁다면  블랭킹되지  않아야할  신호  부분  조차도  블랭킹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화면전체에  걸친  색차신호의  평균치를  구하고,  색온도  변화에  따라  변하는  상기의  평균치를 
변화시켜  드레시홀드  레벨만을  평행  이동시킴으로써  드레시홀드  레벨폭을  좁게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드레시홀드 레벨을 설정하기 위한 회로나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 방법 및 장치에서 발견된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드레시홀드  레벨을  고정시키고  드레시홀드  레벨의  폭을  좁게하며, 저포화
도의  색과  색차자체를  갖는  색을  제거하고,  백  바란스의  조정에  사용된  색정보를  무채색  부분이 색
온도에  따라  변화되는  범위의  색정보로  한정시킴으로써  양호한  백  바란스  조정이  가능한  자동  백 바
란스 조정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신호로부터  각각의 색차신호(ER-EY )와 

(EB-EY )를  생성하고,  각각의  색차신호를  화면전체에  걸쳐  적분하고,  각  적분평균치가  각각의  소정의 

기준레벨을  제공하여  적·청  신호의  이득을  제어토록한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는
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은  각각의  색차신호를  가산하여  얻어진 색신호(ER+EB-

2EY )를  포함하는  다수의  색신호를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신호에  따라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된 각

각의  색신호에  따라  각각의  유채색을  제거하기  위한  드레시홀드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색신호중 적
어도  어느  하나가  설정된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하는  동안에  각각의  색차신호의  적분을  금지시켜 
유채색을 포함한 색차신호를 제거시키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언급한 색신호(ER+EB-2EY )가  색온도의  변화에  대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색신호(ER+EB-2EY )는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신호로부터  생성된다.  그러나,  몇몇 강

색은 이 색신호만으로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색신호가 이러한 강색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된다.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색신호로부터  생성된 색차신호(ER-EY )  및 (EB-EY )를  각각  적분하여 

화면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경우,  상기의 색신호(ER+EB-2EY )를  포함하는  다수의  색신호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미리  설정된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색차신호(ER-EY )  또는 (EB -E Y )는 무

채색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동안  색차신호의  적분은  금지된다.  다시  말하면, 화면전체
에  대한  원그림의  평균치가  회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색온도가  변할지라도  원그림으로부터 강색
을  제거한  비교적  무채색에  가까운  부분의  정보만을  적분할  수  있고,  적분  평균치를  기준  색온도의 
회색에 가깝도록 하여 적, 청색신호의 이득을 제어함으로써 양호한 백 바란스 조정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  및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
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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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기본원리는  상기에서  언급한  본  출원인의  선출원과  동일하다.  그러나,  선출원은  두개의 
색차신호(ER-EY )  및 (EB-EY )가  유채색을  제거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이용된  반면,  본  발명은  적어도 

상기의 색차신호(ER-EY )  및 (EB-EY )를  가산하여  얻어진 색신호(ER+EB-2EY )가  유채색을  제거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상기의 색신호(ER+EB-2EY)가 비교기준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다.

제2도는 색차신호(ER-EY),(EB-EY )  및 색신호(ER +E B-2EY )의  각각의  평균치  레벨을  매개변수인  색온도를 

사용하여 표시한 그래프이다.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색온도(3000°K~8000°K)의  변화를  관찰해  보면, 색차신호(ER-EY )  및 (EB-

EY )는  색온도의  변화에  따라  각각  크게  변화하지만 색차신호(ER-EY )  및 (EB-EY )의  변화특성은  상호 정

·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두  색차신호를  가산하여  얻어진 색신호(ER+EB-2EY )의  변화분은  생쇄되므로  변동이 적

은 매우 안정된 신호를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결합된 색신호(ER+EB-2EY )가  비교기준으로  이용되고,  색신호의  변화분의  폭이 드레

시홀드  레벨의  폭으로  설정된다면,  이러한  폭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무채색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
문에  유채색  부분을  제거하는  드레시홀드  레벨을  고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드레시홀드  레벨의 폭
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색신호(ER+EB-2EY )만으로는  강색부분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강색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제2비교기준이  이용된다.  즉,  본  실시예는 색ㅊ신호(ER-EY )로부터 색차신호(EB-EY )를  감산한 색

신호(ER-EY)를 제2비교기준으로 이용한다.

색차신호(ER-EY )는  색온도의  변화에대해  안정하지  않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채색  부분은 

적어도  안정된 색신호(ER+EB-2EY )의  비교결과  검출되며  피이드백  제어는  무채색  부분에만  영향을 미

치는바,  이것은  색신호를  소정의  방향으로  궤환되도록  한다.  따라서,  고정된  드레시홀드  레벨은 색
신호(ER-EY)를 위해서 비교적 좁은 범위에 설정될 수 있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의  요부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인바,  제4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매트릭스(20)로부터  입력된 색차신호(ER-EY )  및 (EB-EY )에  따라  증폭기(14,18)의 이

득을 제어하는 이득제어신호(RCONT, RCONT)를 생성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제1도에서 색차신호(ER-EY )  및 (EB-EY )는  증폭기(50,52)를  경유하는  클램프회로(54,56)에  각각 인가된

다.  클램프회로(54,56)에는  클램프펄스(CP)와,  설정기(58)로부터  페데스틀(Pedestal)  클램프된 DC값
(기준레벨)이  입력되므로  클램프회로(54)는 색차신호(ER-EY )를  클램프펄스(CP)와  동기시켜  페데스를 

클램프한후 스위치(60), 가산기(62) 및 감산기(64)로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클램프회로(56)는 색차(EB-EY )를  클램프펄스(CP)와  동기시켜  페데스틀  클램프한뒤 스위치

(70), 가산기(62) 및 감산기(64)로 출력한다.

가산기(62)는  입력된  두 색차신호(ER-EY )  및 (EB-EY )를  가산하여  그의  가산치  즉, 색신호(ER+EB-2EY )를 

비교기(71,72)의  반전단자에  출력하는  반면,  감산기(64)는 색차신호(ER-EY )에서 색차신호(EB-EY )를 감

산하여 그의 감산치 즉, 색신호(ER-EY)를 비교기(73,74)의 반전단자에 출력한다.

한편,  비교기(71,72)의  비반전  단자에서  상측  및  하측  레벨설정기(75,76)의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
드  레벨이  각각  입력되고,  비교기(73,74)의  비반전단자에는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
(77,78)의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이 각각 입력된다.

이  드레시홀드  레벨설정기(75~78)는  제품출하시에  드레시홀드  레벨을  조정한후  고정시키지만  각각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교기(71,72)는 색신호(ER+EB-2EY )가  색신호를  설정하는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  사이에 있을

때  L레벨신호를  각각  출력하고,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하거나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  아래에 
있을 경우 H레벨신호를 각각 출력한다.

또한  비교기(73,74)는 색신호(ER-EY )가  색신호를  설정하는  상측  및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  사이에 있

을  경우  L레벨신호를  출력하고,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하거나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  아래에 
있을 경우 h레벨신호를 각각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  네개의  비교기(71~74)의  출력신호는  오아회로(79)를  경유하여 스위치
(60,70)에 각각 인가된다.

스위치(60,70)는  통상적으로  가동접점(60C,70C)을  접점(60A,70A)에  접속하여  페데스틀  클램프된 색
차신호(ER-EY) 및 (EB-EY)를 버퍼(80,90)를 경유하여 적분회로(82,92)에 각각 인가된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H레벨신호가  네개의  비교기(71~74)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부터  오아회로(79)를 
통해  입력될  경우  스위치(60,70)는  가동접점(60C,70C)을  접점(60A,70A)으로부터  분리하여 기준레벨
을 입력하는 접점(60B,70B)으로 접속시켜 기준레벨을 적분회로(82,92)에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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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회로(82,92)는 색차신호(ER-EY )  및 (EB-EY )를  각각  적분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색신호

(ER+EB-2EY )  또는 (ER-EY )가  이미  설정된  드레시홀드  레벨의  범위를  초과하는  동안  적분회로(82,92)는 

그  기간에  출력된 색차신호(ER-EY )  및 (EB -E Y )를  각각  블랭킹하여  적분(즉,  색차신호  대신에 기준레

벨을 적분함)한다.

상기 적분회로(82,92)에 의해 적분된 적분 평균치는 차동증폭기(84,94)의 반전단자에 각각 
입력되며,  차동증폭기(84,94)의  비반전  잔자에는  기준레벨설정기(86,96)로부터  화면전체에  대한 색
평균치가  회색일  경우  얻어지는 색차신호(ER-EY )  및 (EB-EY )의  각각의  평균치인  기준레벨이  각각 입력

된다.

차동증폭기(84)는  상기에서  언급한  두  입력신호차를  증폭하여  얻은 이득제어신호(RCONT )를  상한 리미

터(87)와  하한  리미터(88)를  통해  증폭기(14)(제4도)로  출력하여  증폭기(14)에  의해  증폭되는 원색
신호(ER)의 이득을 제어한다.

또한,  차동증폭기(94)는  상기  두  입력신호차를  증폭하여  얻은 이득제어신호(BCONT )를  상한 리미터(9

7)와  하한  리미터(98)를  통해  증폭기(18)로  출력하여  증폭기(18)에  의해  증폭된 원색신호(EB )의 이

득을 제어한다.

상한  및  하한리미터(87,88,97,98)는  차동증폭기(84,94)로부터  출력된 이득제어신호(RCONT )와 (BCONT )의 

상한 및 하한을 제어하여 적 및 청신호에 대한 필요이상의 이득제어를 방지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원색신호(ER-EY )는 색차신호(ER-EY )  및  (E B-EY )의  강색부분을  제외한  화면전체에 대

한 평균치가 기준레벨과 일치하도록 각각 피이드백 제어된다.

제3(A)도에  도시한  표준색  바(bar)의  각각의  색에  대해  원색의  조합을  하고  가장  밝은  백색에  대해 
원색을 ER=EG=EB =1.0로  설정한  경우  표준색바에서  각각  색에  대한 색차신호(ER-EY),(EB-EY )와 색신호

(ER+EB-2E Y), (ER-EY)의 진폭값을 제3(B)도 내지 (E)에 도시하였다.

이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색차신호(ER-EY )  및 (EB-EY )를  비교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녹색, 마젠

타등과  같은  것은  쉽게  검출될  수  없으나, 색신호(ER+EB-2EY )  및 (ER-EY )를  비교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녹색  및  마젠타가 색신호(ER+EB-2EY )보다  크게  생성되고  황,  시아노겐,  적  및  청은  비교되기전 

색신호(ER-EY )보다  크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들 색신호(ER+EB-2EY )와 (ER-EY )를  이용하게  검출할  수 있

는 잇점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스위치(60,70)의  접점(60B,70B)에  기준레벨이  각각  인가될지라도  본  실시예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레벨 근처의 임의의 레벨이 인가될 수도 있다.

더우기  접점(60B,70B)을  절연상태로  하고,  가동접점(60C,70C)이  이들  접점에  절환될  경우, 적분회로
(82,92)를  부동  입력상태  즉,  적분회로의  신호  입출력이  금지되어  적분치를  유지하는  상태로 설정시
킬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  유채색이 그림에 포함
된다면  유채색을  포함하는 색차신호(ER-EY )  및 (EB -E Y )를  적분하지  않으므로  화면전체에  특징적인 유

채색이  많을  경우에도  화면전체로부터  무채색  부분을  추출한 색차신호(ER-EY )  및 (EB-EY )의 적분평균

치를 기준색온도의 회색에 근접시킴으로써 퇴색, 칼라 페일러와 같은 오제어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유채색을  포함한 색차신호(ER-EY )와 (EB-EY )를  검출하기  위해  색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한 색신

호(ER+EB-2EY )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색신호에  대한  드레시홀드  레벨을  고정할  수  있고, 드레시홀

드  레벨의  폭을  충분히  좁게  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포화도가  낮은  색과,  색차가  낮은  색도 제거되
어 우수한 백바란스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하였을지라도,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의 특허청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변경 및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신호로부터  각각의 색차신호(ER-EY )와 (EB-EY )를  생성하고,  각각의 색차신호

를  화면  전체에  대해  적분하고,  각각의  적분  평균치가  소정의  기준레벨을  제공하여,  적,  청신호의 
이득을  제어토록  한  자동  백  바란스(white  balance)  조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
어진  신호에  따라  상기  두  색차신호를  가산하여  얻어진 색신호(ER+EB-2EY )를  포함한  다수의  색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상기 각  신호에 따라 각각의 유채색 제거용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과 하측 드
레시홀드  레벨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색신호의  적어도  어느  하나가  상기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하거나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이하인  동안  유채색을  포함한  색차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상기  각 
색차신호의 상기 적분을 금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백 바란스 조정방법.

청구항 2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신호중 적 및 청신호의 이득을 각각 제어하기 위한 제1 및 
제2이득제어회로;  상기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신호로부터  생성된 색차신호(ER-EY )  및 (EB-EY )를 화

11-5

특1996-0016444



면전체에  대해  각각  적분하기  위한  제1  및  제2적분회로;  상기  피사체를  촬영하여  얻은  상기  신호에 
따라  상기  두  색차신호의  가산에  의해  얻어진 색신호(ER+EB-2EY )를  포함하는  다수의  색신호를 생성하

기  위한  색신호  생성수단;  생성된  상기  다수의  색신호에  따라  각각의  유채색  제거용  상측 드레시홀
드  레벨을  설정하기  위한  다수의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  설정수단;  생성된  상기  다수의  색신호에 따
라  각각의  유채색  제거용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설정하기  위한  다수의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설정
수단;  상기  색신호와  색신호에  따라  설정된  상기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입력하고,  상기  색신호가 
상기  상측  드레시홀드  레벨을  초과할때  유채색  검출신호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색신호의 각
각에  설치된  다수의  상측  비교기;  상기  색신호와  색신호에  따라  설정된  상기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
을  입력하고,  상기  색신호가  상기  하측  드레시홀드  레벨  이하일때  유채색  검출신호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다수의 색신호의 각각에 대해 설치된 다수의 하측 비교기;  상기 다수의 상측 및  하측 비교기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유채색  검출신호를  출력하는  동안  상기  각각의  색차신호가  상기  제1  및 제2적분
회로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1  및  제2스위치;  화면전체에  대한  상기  색차신호의  평균치와 
일치하는  소정의  기준레벨을  각각  설정하기  위한  제1  및  제2기준레벨설정수단;  상기  제1적분회로의 
적분평균치와  상기  제1기준레벨  설정수단의  기준레벨을  비교하여  상기의  평균치와  기준레벨이 일치
하도록  상기의  제1이득제어회로의  이득을  조정하기  위한  제1수단;  상기  제2적분회로의  적분평균치와 
상기  제2기준레벨  설정수단의  기준레벨을  비교하여  상기의  평균치와  기준레벨이  일치하도록  상기 제
2이득제어회로의  이득을  조정하기  위한  제2수단으로  구성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색신호  생성수단은  상기 색신호(ER+EB-2EY )외에  상기 색차신호(ER-EY )로부터 색

차신호(EB-EY)를 감산하여 얻은 색신호(E|R-EY)를 생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스위치는  상기  유채색  검출신호가  출력되는  동안  상기  색차신호 대
신에  상기의  제1  및  제2기준레벨  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된  기준레벨을  상기  제1  및  제2적분회로로 각
각 출력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스위치는  상기  유채색  검출신호가  출력되는  동안  상기  색차신호 대
신에  기준  색온도의  회색  레벨에  가까운  신호를  표시하는  소정의  레벨을  상기  제1  및  제2적분회로로 
각각 출력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스위치는  상기  유채색  검출신호가  출력되는  동안  상기  제1  및 제2
적분회로의  적분치를  유지하도록  각각의  가동접점을  부동입력으로  절환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백 바란스 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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