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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촬상 장치 및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카메라부(10)에 의해 받아들여진 영상에 합성하

는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촬영 보조용의 마커)를, 제어부(100)에 의해 제어되는 OSD부(20)에 의해 형성하도록 하

고, 이들 촬영 보조 마크를 합성 수단에 의해, 카메라부(10)로부터의 영상에 합성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조

작부(110)를 통해서 받아들인 사용자로부터의 촬영 보조 마크에 대한 지시 입력에 따라 제어부(100)가, OSD부(20)와 베

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고, 지시에 따른 촬영 보조 마크가 카메라부(10)로부터의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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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사체를 촬상(撮像)하여 영상 신호를 출력하는 촬상 수단과,

상기 촬상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는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mark)를 형성하는 형성 수단과,

상기 형성 수단에 의해 형성된 촬영 보조 마크를 상기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영상 신호에 합성하는 합성 수단과,

상기 촬영 보조 마크에 대한 지시 입력을 받아들이는 접수 수단과,

상기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지시 입력에 따라, 상기 형성 수단과 상기 합성 수단을 제어하고, 상기 지시 입력

에 따른 촬영 보조 마크를 상기 영상 신호에 합성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수단

을 구비한 촬상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형성하는 영상 신호의 포맷이 상이한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이는 선택 입력 접수 수단과,

상기 선택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촬상 수단을 제어하고, 선택된 촬영 모드로 전

환하도록 하는 촬영 모드 변경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상기 형성 수단에 있어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의 형성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촬상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형성하는 영상 신호의 형식이 상이한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이는 선택 입력 접수 수단과,

상기 선택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촬상 수단을 제어하고, 선택된 촬영 모드로 전

환하도록 하는 촬영 모드 변경 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상기 형성 수단에 의해 형성되는 촬영 보조 마크의 합성/비합성을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영상 신호를 각각 상이한 형식으로 출력하는 복수개의 출력단부를 추가로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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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형성 수단은 상기 촬영 보조 마커를 복수개의 상기 출력단부의 각각에 공급하는 상기 영상 신호의 형식에 따라 형성

하고,

상기 합성 수단은 복수개의 상기 출력단부의 각각에 공급하는 상기 영상 신호에 대하여 대응하는 상기 촬영 보조 마크를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수 수단은 적어도 상기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 중에서 형성하는 촬영 보조 마크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수단에 의해 형성되는 복수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 전체의 표시/비표시의 전환 입력을 직접 받아들이는 전환

입력 접수 수단과,

상기 전환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전환 입력에 따라 복수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 전체의 표시/비표시를

전환하도록 하는 전환 제어 수단을 추가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 장치.

청구항 7.

피사체의 화상을 촬상하여 영상 신호로서 입력하도록 하는 촬상 수단을 구비한 촬상 장치에 있어서, 상기 촬상 수단에 의

해 받아들여진 영상 신호에 대하여 촬영 보조 마크를 합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의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으

로서,

상기 촬영 보조 마크에 대한 지시 입력을 받아들이는 접수 스텝과,

상기 접수 스텝에 있어서 받아들인 상기 지시 입력에 따라 N(N은 0 이상의 정수(整數))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를 형성하는

형성 스텝과,

상기 형성 스텝에 있어서 형성한 N종류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를 상기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영상 신호에 합성하는 합

성 스텝

을 포함하는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형성하는 영상 신호의 형식이 상이한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이는 선택 입력 접수 스텝과,

상기 선택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촬상 수단을 제어하고, 선택된 촬영 모드로 전

환하도록 하는 촬영 모드 변경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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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형성 스텝에 있어서는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상기 촬영 보조 마크의 형성을 제어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형성하는 영상 신호의 포맷이 상이한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이는 선택 입력 접수 스텝과,

상기 선택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촬상 수단을 제어하고, 선택된 촬영 모드로 전

환하도록 하는 촬영 모드 변경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합성 스텝에 있어서는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상기 촬영 보조 마크의 합성을 제어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 수단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기 영상 신호에 따른 영상 신호를 출력하도록 하는 복수개의 출력단부를 추가로 구비

하고,

상기 형성 스텝에 있어서는 촬영 보조 마크를 복수개의 상기 출력단부의 각각에 공급하는 상기 영상 신호의 포맷에 따라

형성하고,

상기 합성 스텝에 있어서는 복수개의 상기 출력단부의 각각에 공급하는 상기 영상 신호에 대하여 대응하는 상기 촬영 보조

마크를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접수 스텝에 있어서는 적어도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 중에서 형성하는 촬영 보조 마크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이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형성 스텝에 있어서 형성하는 복수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 전체의 표시/비표시의 전환 입력을 받아들이는 전환 입

력 접수 스텝과,

상기 전환 입력 접수 스텝에 있어서 받아들인 상기 전환 입력에 따라 복수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 전체의 표시/비표시를

전환하도록 하는 전환 제어 스텝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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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예를 들면, 비디오 카메라나 스틸 카메라 등의 각종의 촬상(撮像) 장치 및 이 촬상 장치에서 이용되는 촬영 보조

마크(mark)의 이용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비디오 카메라나 스틸 카메라 등의 각종의 촬상 장치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는, 아스펙트비(종횡비)가 16:9

인 영상(화상)의 촬영과, 아스펙트비가 4:3인 영상(화상)의 촬영을 전환하여 행할 수 있는 것도 제공되어 있다. 이와 같은

촬상 장치에 있어서는,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과 아스펙트비가 4:3인 영상의 양쪽에 대응하기 위해, 아스펙트비가

16:9인 뷰파인더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촬상 장치에 있어서, 아스펙트비가 4:3인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아스펙트비가 16:9인 뷰파인더에 아스

펙트비가 4:3인 영상이 표시되게 되므로, 어디까지가 실제로 표시되는 촬영 유효 영역인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

다.

그러므로, 일본국 특개평 10-070675호 공보에는, 아스펙트비가 16:9인 뷰파인더에 아스펙트비가 4:3의 촬영 유효 영역

을 나타내는 마커(촬영 유효범위) 등을 표시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이 일본국 특개평 10-070675호 공보에 기재된 기

술을 이용함으로써, 뷰파인더에 표시되는 영상에 있어서, 촬영 유효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적으로 하는 화상을 아

스펙트비가 4:3인 영상으로서 적절히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나 스틸 카메라 등의 촬상 장치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화각(畵角)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마커와,

아스펙트비가 4:3의 촬영 유효 영역을 나타내는 마커를 표시하도록 하여, 화각의 중심 위치를 알면서, 4:3 화상 프레임은

어느 범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요구가 있다. 즉,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용의 마커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

이 요구되고 있다.

또, 촬영 보조용의 마커는, 촬영을 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히 전환하고 싶은

요구가 있다. 그러나, 촬영 보조용의 마커를 영상에 합성하여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촬상 장치에 설치된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의 표시 소자 상에 표시되는 메뉴로부터 해당 기능의 설정을 행하는 화면을 열고, 촬영용

보조의 마커의 표시/비표시를 전환하도록 한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촬영 대상물을 보면서, 촬영 보조용의 마커를 표시

하거나, 지운다는 즉시성(卽時性)을 따른 조작을 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 종래는, 외부 모니터 출력에 있어서, 아스펙트비가 4:3의 이른바 SD(Standard Definition) 영상만의 출력이므로, 촬영

보조 프레임을 외부 모니터에 표시할 때, 특별한 가공을 행하지 않고, 의도한 종류의 촬영 보조의 마커를 뷰파인더 상의 영

상에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스펙트비가 16:9의 이른바 HD(High Definition) 영상과 SD 영상의 양쪽을 취급하는 촬상 장치에 있어서는, HD

16:9 화각의 영상을 SD 4:3 화각의 영상에 다운 컨버트하여 외부 모니터 출력하는 경우에는, 촬영 보조의 마커도 맞추어

표시 위치 보정하는 등의 필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를 위한 마커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촬상 장치 및 상기 촬상 장치에서 사용되는 촬영 보조 마크의 이용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는,

피사체를 촬상하여 영상 신호를 출력하는 촬상 수단과,

상기 촬상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는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를 형성하는 형성 수단과,

상기 형성 수단에 의해 형성된 촬영 보조 마크를 상기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상기 영상 신호에 합성하는 합성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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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촬영 보조 마크에 대한 지시 입력을 받아들이는 접수 수단과,

상기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지시 입력에 따라 상기 형성 수단과 상기 합성 수단을 제어하고, 상기 지시 입력에

따른 촬영 보조 마크를 상기 영상 신호에 합성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수단

을 구비한 것이다.

상기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에 의하면, 촬상 수단에 의해 받아들여진 영상에 합성하는 복수 종류의 촬영 보

조 마크(촬영 보조용의 마커)가, 형성 수단에 의해 형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 촬영 보조 마크가 합성 수단에 의해,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영상에 합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접수 수단에 의해, 사용자로부터의 촬영 보조 마크에 대한 지시 입력을 받아들여지고, 이 접수된 지시 입력에 따라

제어 수단에 의해 형성 수단과 합성 수단이 제어되어, 촬영 보조 마크가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의 전부를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영상 신호에 합성하여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

나,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 중의 1종류 이상의 촬영 보조 마크를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영상 신호에 합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촬영 보조 마크를 촬상 수단으로부터의 영상 신호에는 합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하여, 사용자의 요

구에 따른 태양으로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촬상 장치로서,

형성하는 영상 신호의 형식이 상이한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이는 선택 입력 접수 수단과,

상기 선택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촬상 수단을 제어하고, 선택된 촬영 모드로 전환

하도록 하는 촬영 모드 변경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상기 형성 수단에 있어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의 형성을 제어한다.

상기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에 의하면, 예를 들면, 아스펙트비가 16:9의 화상을 촬영하는 HD 모드와, 아스펙

트비가 4:3의 화상을 촬영하는 SD 모드, 또는 촬영하는 영상을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의

영상 신호로서 입력하는 모드와 촬영하는 영상을 PAL(Phase Alternation by Line) 방식의 영상 신호로서 입력하는 모드

라고 하는 바와 같이,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제어 수단은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형성 수단을 제어하고, 접수 수단을 통해서 형성이 지시된 촬영 보조 마

크라도, 촬영 모드에 따라 형성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 촬영 보조 마크로 변경하거나, 또는 촬영 보조 마크를 조정

하도록 하여, 의미가 없는 촬영 보조 마크나 적정하지 않은 촬영 보조 마크를 형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을 자동

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는,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기재된 촬상 장치로서, 형성하는 영상 신호의 포맷

이 상이한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이는 선택 입력 접수 수단과,

상기 선택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촬상 수단을 제어하고, 선택된 촬영 모드로 전환

하도록 하는 촬영 모드 변경 수단

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상기 형성 수단에 의해 형성되는 촬영 보조 마크의 합성/비합성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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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에 의하면, 예를 들면, 아스펙트비가 16:9의 화상을 촬영하는 HD 모드와, 아스펙

트비가 4:3의 화상을 촬영하는 SD 모드, 또는 촬영하는 영상을 NTSC 방식의 영상 신호로서 입력하는 모드와 촬영하는 영

상을 PAL 방식의 영상 신호로서 입력하는 모드라고 하는 바와 같이, 복수개의 촬영 모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제어 수단은 선택된 촬영 모드에 따라 합성 수단을 제어하고, 접수 수단을 통해서 형성이 지시된 촬영 보조 마

크라도, 촬영 모드에 따라 합성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미가 없는 촬영 보조 마크나 적정하지 않은 촬영 보조 마크를 영상

신호에 합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

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촬상 장치로서,

상기 촬상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영상 신호를 각각 상이한 형식으로 출력하는 복수개의 출력단부를 구비하고,

상기 형성 수단은, 상기 촬영 보조 마커를 복수개의 상기 출력단부의 각각에 공급하는 상기 영상 신호의 형식에 따라 형성

하고,

상기 합성 수단은, 복수개의 상기 출력단부의 각각에 공급하는 상기 영상 신호에 대하여, 대응하는 상기 촬영 보조 마크를

합성한다.

상기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에 의하면, 예를 들면, 아스펙트비가 16:9의 표시 화면을 가지는 LCD나, 아스펙

트비가 4:3으로 된 영상 신호를 출력하는 SD(Standard Definition) 단자 등의 신호의 형식(포맷)이 상이한 영상 신호를 취

급하는 복수개의 출력단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제어 수단에 의해, 형성 수단이 제어되고, 형성이 지시된 촬영 보조 마

크 중, 각 출력단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의 형식에 따른 촬영 보조 마크가 형성되게 된다. 또, 합성 수단에 의해, 각 출력단에

공급하는 형식의 상이한 영상 신호의 각각에 대하여, 대응하는 촬영 보조 마크가 합성하게 된다.

이로써, 각 출력단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불필요한 촬영 보조 마크를 형성하여 합성하는 일 등이 없게 된다. 따

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촬상 장치로서,

상기 접수 수단은, 적어도 상기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크 중에서 형성하는 촬영 보조 마크의 선택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에 의하면, 접수 수단을 통해서, 적어도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 중에서 사용할

촬영 보조 마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용자 자신이, 필요한 촬영 보조 마크만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의 촬상 장치는,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 또는 청구항 4에 기재된 촬상 장치로서,

상기 형성 수단에 의해 형성되는 복수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 전체의 표시/비표시의 전환 입력을 직접 받아들이는 전환

입력 접수 수단과,

상기 전환 입력 접수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기 전환 입력에 따라 복수개의 상기 촬영 보조 마크의 표시/비표시를 전환

하도록 하는 전환 제어 수단

을 구비한 것이다.

상기 청구항 6에 기재된 촬상 장치에 의하면, 촬영 보조 마크의 표시/비표시만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

환 입력 접수 수단이 설치된다. 이로써, 적어도 촬영 보조 마크의 표시/비표시를 촬영 중에 신속하고 간단하게 전환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경험적

예측으로부터 행하고 있었던 촬영의 구도 결정을, 보다 단시간에 마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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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촬상 장치 및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에 있어서는, 본 발명에 의한 촬상 장치 및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을,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적

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대하여］

도 1은, 본 발명의 촬상 장치 및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의 일실시예가 적용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설명하기 위

한 블록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카메라부(10)와, OSD(On Screen

Display)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 압축/신장 처리부(40), DV(Digital Video) 처리부(50), 재생 장치부(60), 디지털

인터페이스(이하, 디지털 I/F라고 함)(70)와 디지털 입출력 단자(71)를 구비한 것이다.

또,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영상의 출력단부로서 D 단자(81), LCD(82), EVF(Electro View Finder)(83),

SD 출력 단자(84)와, 영상의 입력단부로서, SD 입력 단자(91)를 구비하는 동시에, 이들 각 출력단부 및 입력단부에 대응

하는 인터페이스(도 1에 있어서는, 단지 I/F라고 기재.)(81i, 82i, 83i, 84i, 91i)를 구비한 것이다. 또, 각 부를 제어하기 위

한 제어부(100)를 구비하고 있다.

제어부(100)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CPU(Central Processing Unit)(101), ROM(Read Only Memory)(102), RAM

(Random Access Memory)(103)이 CPU 버스를 통해서 접속되어 구성된 마이크로 컴퓨터이다. ROM(102)은, 플래시

ROM 또는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이며, CPU(101)에 있어서 실행하는 각종의 프로

그램이나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이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파라미터 등의 설정 정보도 받아들

여, 이것을 기억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하에 있어서, ROM(102)은, 플래시 ROM인 것으로서 설명한다. 또,

RAM(103)은, 처리의 도중 결과를 일시 기억하는 등 주로 작업 영역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제어부(100)에는, 각종의 조작 키, 조작 다이얼 등이 설치된 조작부(110)가 접속되고, 이 조작부(110)를 통해서 사용자로

부터의 조작 입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로써, 제어부(100)는, 조작부(110)를 통해서 받아들인 사용자

로부터의 지시 입력(조작 입력)에 따라 각 부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카메라부(10)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계와 음성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카메라부(10)의 영상계는, 렌즈, 포커스 기구, 셔터 기구, 조리개(아이리스) 기구 등을 구비한 광학

블록(11)과, CCD(Charge Coupled Device)(12)와, 사전 처리 회로(13)로 되어 있고, 음성계는, 마이크로폰(14)과, 입출력

처리부(15)와, A/D(Analog/Digital) 변환 및 D/A(Digital/Analog) 변환을 행하는 변환부(16)와, 음성 출력 단자(17)로 되

어 있다.

상기 실시예의 카메라부(10)의 영상계는, 피사체의 영상을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으로서 입력하는 HD 모드와, 피사체

의 영상을 아스펙트비가 4:3인 영상으로서 입력하는 SD 모드의 2개의 촬영 모드를 구비하고, 사용자의 지시 입력에 따른

제어부(100)의 제어에 의해, 어느 촬영 모드로 영상을 촬영할 것인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작부(110)를 통해서 촬영을 행하도록 하는 지시 입력을 받으면, 제어부(100)는,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

메라의 각 부를 제어하고, 촬영 동작을 개시한다. 이 경우, 광학 블록(11)은, 제어부(100)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포커스 기

구, 셔터 기구, 조리개 기구가 제어되고, 피사체의 영상을 판독하여, 이것을 CCD(12)에 대하여 제공한다.

CCD(12)는, 광학 블록(11)으로부터의 영상을 광전 변환하여 출력하는 것이며, 광학 블록(11)으로부터의 피사체의 영상을

입력하는 동시에, 판독된 피사체의 영상(화상 정보)을 전기 신호로서 사전 처리 회로(13)에 공급한다. 사전 처리 회로(13)

는, 이것에 공급된 영상 신호에 대하여, CDS(Correlated Double Sampling) 처리를 행하여, S/N비를 양호하게 유지하도

록 하는 동시에 AGC(Automatic Gain Control) 처리를 행하여, 이득을 제어하고, 또한 A/D(Analog/Digital) 변환을 행하

여, 디지털 신호로 하고 영상 데이터 Vd0를 형성하고, 이것을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공급한다.

한편, 촬영시에 있어서, 마이크로폰(14)을 통해서 집음된 음성은,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입출력 처리부(15)에 있어서 증폭

되는 등의 처리가 행해진 후 변환부(16)에 공급된다. 변환부(16)는, 입출력부(15)로부터의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 변환하여 얻은 음성 데이터 Au0를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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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밴드 처리부(30)는, 상세하게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어부(100)로부터의 제어에 따라 OSD부(20)로부터의 촬영

보조 마커 등, 영상 데이터에 대하여 합성해야 할 그래픽스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의 공급을 받고, 이것을 카메라부(10)로

부터의 영상 데이터 Vd0에 대하여 합성하는 등의 처리를 행하여 영상 데이터를 형성하고, 이것을 압축/신장 처리부(40),

DV 처리부(50),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력 단자(84) 등의 각 부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시예의

OSD 처리부(30)는, 상세하게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복수 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있어서 처리된 영상 데이터가, HD 모드로 촬영된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 데이터

(HD 신호)인 경우,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로부터의 영상 데이터(HD 신호) Vd1과 음성 데이터 Au1은, 압축/신장 처리부

(40)에 공급된다. 압축/신장 처리부(40)는, 이것에 공급된 영상 데이터 Vd1와 음성 데이터 Au1를, 예를 들면,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방식으로 데이터 압축하고(인코드하고), 데이터 압축한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다중화한다.

압축/신장 처리부(40)에 있어서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형성된 다중화 데이터(MPEG 신호)는, 재생 장

치부(60)에 공급되고, 이것에 장전되어 있는 DV(Digital Video) 테이프에 기록(녹화)되고, 또, 디지털 I/F(70), 디지털 입

출력 단자(71)를 통해서 출력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 디지털 I/F(70), 디지털 입출력 단자(71)는, 예를 들면,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394 규격의 인터페이스이다. 물론, 디지털 I/F(70), 디지털 입출력

단자(71)는, USB(Universal Serial Bus) 규격 등의 다른 규격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있어서 처리된 영상 데이터가, DV 방식의 신호(DV 신호)인 경우에는, 베이스 밴드 처리부

(30)로부터의 영상 데이터(DV 신호V) d2와 음성 데이터 Au2는, DV 처리부(50)에 공급된다. DV 처리부(50)는, 이것에 공

급된 영상 데이터 Vd2와 음성 데이터 Au2를 다중화한다.

DV 처리부(50)에 있어서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형성된 다중화 데이터는, 재생 장치부(60)에 공급되고,

이것에 장전되어 있는 DV(Digital Video) 테이프에 기록(녹화)되고, 또, 디지털 I/F(70), 디지털 입출력 단자(71)를 통해서

출력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촬영시에 있어서,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는, 카메라부(11)로부터의 영상 신호를,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력 단자(84)에도 공급한다. D 단자(81)는, 예를 들면, HD 신호를 아날로그 출력하기 위한 아날

로그 인터페이스이다. 이 실시예의 D 단자는, 480i/480p/1080i/780p에 대응 가능한 D4 단자라고 하는 것이며, 아스펙트

비가 16:9인 영상 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480i」, 「480p」와 같은 표기에 있어서, 숫자 부분은 유효 주사선수를 나타내고, 숫자 뒤의 문자 「i」는 인터

레이스 주사(비월주사(飛越走査)) 방식의 영상 신호인 것을 나타내고, 숫자 뒤의 문자 「p」는 프로그래시브 주사(차례로

주사) 방식의 영상 신호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480i」는, 유효 주사선수 480개의 인터레이스 주사 방식의 영상

신호이며, 「480p」는, 유효 주사선수 480개의 인터레이스 방식의 영상 신호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 LCD(82), EVF(83)는, 모두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 SD 출력 단자(84)는, 아스

펙트비가 4:3의 SD 신호인 아날로그 영상 신호용의 출력 단자이다. 그리고, 각 출력단부(81, 82, 83, 84)에 대응하여 설치

된 I/F(81i, 82i, 83i, 84i)의 각각은,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로부터의 영상 데이터를, 대응하는 각 영상 출력단부에 공급하

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또, 디지털 입출력 단자(71), 디지털 I/F(70)를 통해서 MPEG 신호(MPEG 방식으로 데이터 압축된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

이터의 다중화 신호)의 공급을 받았을 경우, 또는 재생 장치부(60)에 장전된 DV 테이프로부터 MPEG 신호가 판독된 경우

에는, 이들 MPEG 신호는, 압축/신장 처리부(40)에 공급되고, 여기서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로 분리되는 동시에, 데이

터 신장 처리가 행해져, 데이터 압축 처리전의 원래의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가 복원되어 복원된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가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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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밴드 처리부(30)는, 압축/신장 처리부(30)로부터의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공급받고, 영상 데이터에 대하여

는,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력 단자(84)에 공급하도록 한다. 또, 음성 데이터는 변환부(16)에 공급하여, 여

기서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한 후, 입출력 처리부(15)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신호 형식을 정돈하는 등의 처리가 행해지

고, 아날로그 음성 출력 단자(17)로부터 출력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입출력 단자(71), 디지털 I/F(70)를 통해서 DV 신호(DV 방식의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가 다중화

되어 형성된 다중화 신호)의 공급을 받았을 경우나 재생 장치부(60)에 장전된 DV 테이프로부터 DV 신호를 판독한 경우에

는, DV 신호는, DV 처리부(50)에 공급되고, 여기서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로 분리되고, 이들이 베이스 밴드 처리부

(30)에 공급된다.

그리고,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있어서는, 전술한 MPEG 신호를 재생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DV 처리부(50)로

부터의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의 공급을 받고, 영상 데이터에 대하여는,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력 단

자(84)에 공급하도록 한다. 또, 음성 데이터는 변환부(16)에 공급하여, 여기서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한 후, 입출력 처

리부(15)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신호 형식을 정돈하는 등의 처리가 행해져, 아날로그 음성 출력 단자(17)로부터 출력하도록

한다.

또, 디지털 I/F를 통해서 받아들인 MPEG 신호나 DV 신호를 재생 장치부(60)에 장전된 DV 테이프에 기록하도록 하거나,

SD 입력 단자(91)를 통해서 접수 등 SD 신호를 재생 장치부(60)에 장전된 DV 테이프에 기록하도록 하거나 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I/F(91i)는, SD 입력 단자(91)를 통해서 받아들인 SD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카메라부(10)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 신호와 집음한 음성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하여, 출력하거나, DV 테이프에 기록하거나 할 수 있는 동시에, 입출력 단자나 입력 단자를 통해서 받아들인 영

상 신호나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거나, DV 테이프에 기록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DV 테이프에

기록한 영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또는 입출력단이나 입력단을 통해서 받아들인 영상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를 재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커의 사용에 대하여］(청구항 1, 청구항 7)

그리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커(촬영 보조 프레임 등의 촬영 보

조 마크)를 OSD부(20)에 있어서 형성하고,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커를 영상 데이터에 합성할 수 있는 것이다. 도 2는,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촬영 보조 마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터 마커 CE, 4:3 마커 SD, 안전 영역 마커

SF의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 2에 있어서, 화면의 좌측 상단부의 표시는 촬영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화면의 우측 상단부의 표시는 타임 코드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여기서, 센터 마커 CE는, 도 2에 있어서, 중앙 부분에 십자형으로 표시하게 된 것이며, 영상의 중심 위치와 간단한 수평, 수

직의 수준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또, 4:3 마커 SD는, 도 2에 있어서, 화면의 상단부로부터 하단부를 연결하도록, 화면의

좌우 양단에 1개씩 설치된 2개의 선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16:9 화각의 HD 영상을 SD 영상으로 다운 컨버트하는 경우에

있어서, SD 영상으로서 유효한 화각(촬상 유효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안전 영역 마커 SF는,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

을 때, 일반의 대부분의 텔레비전으로 표시될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는 것(프레임선)이다.

그리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2에 나타낸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임의로 조합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센터 마커 CE, 4:3 마커 SD, 안전 영역 마커 SF의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의 전부를 동시에 이용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 중 임의의 2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 중 임의의 1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만을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촬영 보조 마커를 전혀 이

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도 3은, 표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촬영 보조 마커의 선택 조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4는, 촬영 보조 마커 전체적

으로의 표시의 온/오프의 전환 조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들 조작은,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

는,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되는 메뉴 표시와 조작부(10)를 통해 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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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메뉴 키를 푸시 조작하는 등의 소정의 조작을 행하면, 제어부

(100)는, OSD 처리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A)에 나타낸 바와 같은 카메라 설정 메뉴 Mn를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한다.

이 경우, 카메라 설정 메뉴 Mn는, 도 3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AE(Auto Exposure) 리스폰스, 마커, 마커 선택, 플리커

저감, 핸들 줌 스피드, 제브라 레벨, 컬러 바 타입 등의 복수개의 선택 항목 및 한 화면에서 모든 선택 항목을 표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화면을 스크롤시킴으로써 대상의 항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조작부(110)의 커서 키 등을 조작

하여, 목적으로 하는 선택 항목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여, 확정 키를 푸시 조작하는 등의 소정의 확정 조작을 행함으로

써,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선택 항목에 대응하는 처리가 제어부(100)에 의해 실행하게 된다.

도 3 (A)에 나타낸 카메라 설정 메뉴 Mn에 있어서, 마커 선택이라는 항목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여, 확정 조작을 행하

면, 제어부(100)는, OSD 처리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B)에 나타낸 바와 같은 마커 선택 메뉴

Mk를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한다.

도 3 (B)에 나타낸 마커 선택 메뉴에 있어서는,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 즉 센터 마커 CE, 4:3 마

커 SD, 안전 영역 마커 SF 중 어느 하나의 촬영 보조 마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목적으로 하는 촬영 보조 마커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항목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여, 최상단의 결정 표시를 선택하도록 하면, 도 3 (C),(D),(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한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선택하기 위한 화면이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된다.

그리고, 도 3 (B)에 있어서, 각 촬영 보조 마커를 선택하기 위한 항목의 가로로 표시된 「온」 또는 「오프」의 표시는, 각

촬영 보조 마커의 현재의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도 3 (B)에 있어서는, 현재, 센터 마커

만이 표시 온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4:3 마커, 안전 영역 마커는 표시 오프로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도 3 (B)에 나타낸 마커 선택 메뉴에 있어서, 센터 마커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항목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여, 결

정 조작을 행하면,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터 마

커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 화면을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한다. 여기서는, 도 3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된 촬영 보조 마커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가이드 표시 gd와, 그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하기 위한

「오프」와 「온」이라는 2개의 선택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항목 표시 ST가 표시된다.

이 「오프」와 「온」이라는 2개의 선택 항목 중 한쪽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센터 마커 CE를 표시하지 않

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프」에 커서 Cs를 위치시키고, 센터 마커 CE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에 커서 Cs를

위치시키는 조작을 행한다. 이로써, 센터 마커 CE의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커서 Cs를 위치시킨 후에 소정의 결정 조작을 행함으로써, 선택을 확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하단의 메

뉴의 종료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C)에 나타낸 표시

를 종료시키고, 도 3 (B)에 나타낸 마커 선택 메뉴 Mk의 표시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도 3 (B)에 나타낸 마커 선택 메뉴에 있어서, 4:3 마커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항목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고, 결

정 조작을 행하면,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4:3 마

커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 화면을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한다.

이 도 3 (D)의 경우에도, 선택된 촬영 보조 마커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가이드 표시 gd와, 그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

오프를 설정하기 위한 「오프」와 「온」이라는 2개의 선택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항목 표시 ST가 표시되고, 도 3

(C)를 사용하여 설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4:3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 3 (B)에 나타낸 마커 선택 메뉴에 있어서, 안전 영역 마커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항목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여,

결정 조작을 행하면,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전

영역 마커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 화면을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한다.

이 도 3 (D)의 경우에도, 선택된 촬영 보조 마커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가이드 표시 gd와, 그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

오프를 설정하기 위한 「오프」와 「온」이라는 2개의 선택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항목 표시 ST가 표시되고, 도 3

(C)를 사용하여 설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여, 안전 영역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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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하여,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이용 가능한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인 센터 마커 CE, 4:3 마

커 SD, 안전 영역 마커 SF의 각각마다,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 3 (B)에 있어서, 최상단의 메뉴의 결정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

(30)를 제어하여, 도 3 (B)에 나타낸 표시를 종료시키고, 도 3 (A)에 나타낸 카메라 설정 메뉴 Mn의 표시로 돌아오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이 도 3 (A)에 나타낸 카메라 설정 메뉴 Mn의 표시에 있어서, 최하단의 가이드 표시에 나타나 있는

［MENU］키를 누름으로써,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A)에 나타낸 표시를

종료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3종류의 촬영 보

조 마커의 각각마다의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을 행한 후에, 표시를 행하도록 설정한 마커를 표시할 것인지 여부 즉 확인의

설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표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촬영 보조 마커를 선택(설정)하도록 한 후에, 도 4 (A)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도 3 (A)에 나타낸 카메라 설정 메뉴 Mn로 돌아온 후에, 선택 항목인 「마커」를 선택하면, 제어부(100)

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4 (B)에 나타낸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 화면을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한다.

여기서는, 촬영 보조 마커의 전체의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인 것을 나타내는 가이드 표시 gd와, 촬영 보조

마커 전체의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하기 위한 「오프」와 「온」이라는 2개의 선택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선택 항목 표시

ST가 표시된다. 여기서, 「온」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고, 소정의 결정 조작을 행함으로써, 촬영 보조 마커 전체의 표시

를 온으로 하는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한 모든 촬영 보조

마커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오프」에 커서 Cs를 위치하게 하고, 소정의 결정 조작을 행함으로써, 촬영 보조 마커 전체의 표시를 오프로 하는 설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한 촬영 보조 마커가 있어도, 그

것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되는 정보와 조작부(110)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조작 입력에 의해,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촬영 보조 마커마다의 표시의 온/오프를 나타내는 정보나, 촬영 보조 마커 전체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를 나타

내는 정보는, 제어부(100)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어, 제어부(100)의 플래시 ROM(102)에 기록 유지되고, 필요에 따라 참

조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설정 처리를 행함으로써, 3종류의 촬영 보

조 마커의 전부에 대하여 표시를 행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터 마커 CE, 4:3 마커 SD, 안전

영역 마커 SF의 모두를 OSD부(20)에 있어서 형성하고, 이들을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있어서, 카메라부(10)로부터의

영상 신호 Vd0에 합성하고, 이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합성하도록 한 영상 신호를 각 영상 출력단부에 공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설정 처리를 행함으로써,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 중 임의의 2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를 행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표시되도록 설정한 2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

를 OSD부(20)에 있어서 형성하고, 이들을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있어서, 카메라부(10)로부터의 영상 신호 Vd0에 합

성하고, 이 임의의 2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합성하도록 한 영상 신호를 각 영상 출력단부에 공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물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설정 처리를 행함으로써,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 중 임의의 1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를 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표시되도록 설정한 1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 만

OSD부(20)에 있어서 형성하고, 이들을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있어서, 카메라부(10)로부터의 영상 신호 Vd0에 합성하

고, 이 임의의 1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합성하도록 한 영상 신호를 각 영상 출력단부에 공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를 오프로 함으로써, 촬영 보조 마커를 전혀 이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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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를 동시에 행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영상의 중심 위치의 확인과 4:3의 화각의 범위의 확인과 안전 영역의 확인을 동시에 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하므

로, 지금까지 경험적 예측으로부터 행해지고 있던 촬영의 구도 결정을, 보다 단시간에 끝마칠 수가 있다.

또, 표시할 수 있는 촬영 보조 마커의 패턴(종류)을 복수개 준비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촬영의 보

조나 구도 결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촬영 모드에 따른 촬영 보조 마커의 사용］(청구항 2, 3, 8, 9)

그리고,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사체의 영상을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으로서 입력하

도록 하는 HD 모드와, 피사체의 영상을 아스펙트비가 4:3인 영상으로서 입력하도록 하는 SD 모드와의 2개의 촬영 모드를

구비하고 있다.

어느 촬영 모드를 사용할 것인가는, 조작부(110)를 통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선택된 촬영 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는, 제어부(100)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제어부(100)의 예를 들면, 플래시 ROM(102)에 기록 유지된다. 이 기

억 지지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참조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SD 모드로 촬영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4:3 마커 SD는,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않된다. 그래

서,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제어부(100)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촬영 모드도 고려하여,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제어부(100)는, 예를 들면, 플래시 ROM(102)의 설정 정보를 참조하고, 4:3 마커의 표시를 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라도, 촬영 모드로서 SD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OSD부(20)를 제어하고, 4:3 마커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함으로써, SD 모드로 촬영을 행하는 경우에는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 4:3 마커 SD를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어부(100)의 제어에 의해 OSD부(20)에 있어서 4:3 마커 SD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하

였으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3 마커의 표시를 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촬영 모드로서 SD 모드가 선

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어부(100)는,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OSD부(20)으로부터의 4:3 마커를 영상 신호

에 합성하지 않도록 해도 된다.

물론, 제어부(100)는, OSD부(20)와 베이스 밴드 처리부(30) 양쪽을 제어하고, 필요가 없는 촬영 보조 마커를 형성하지 않

도록 하는 동시에, 상기 필요가 없는 촬영 보조 마커를 영상 신호에 합성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OSD부(20)의

촬영 보조 마커의 형성 처리와,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의 촬영 보조 마커의 합성 처리 중 적어도 한쪽을 제어함으로써, 불

필요한 촬영 보조 마커를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여기서는, 촬영 모드가 SD 모드인 경우에 불필요하게 된다 4:3 마커를 제어부(100)의 제어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경하

도록 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촬영한 영상을 NTSC 방식의 영상 신호로서 판독하여 기록할 수 있

도록 하는 NTSC 모드와, 촬영한 영상을 PAL 방식의 영상 신호로서 판독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PAL 모드를 설치하

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록 모드가 복수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어부(100)는, 선택된 기록 모드에 따른 촬영 보조 마커를 형성하

도록, OSD 처리부(20)를 제어할 수 있다. 즉, NTSC 방식의 영상 신호에 합성하기 위한 센터 마커, 안전 영역 마커, PAL

방식의 영상 신호에 합성하기 위한 센터 마커, 안전 영역 마커 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NTSC 방식의 영상 신호도, PAL 방식의 영상 신호도 그 신호 형식(포맷)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신호 형식에 따라 합성한

경우에, 영상 위의 본래의 위치에 촬영 보조 마커가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촬영 모드나 기록 모드에 따라 상이한 처리 대상의 영상 신호의 포맷에 따라 표시해도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촬

영 보조 마커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도, 사용자는 촬영 보조 마커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

는 등의 수고를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출력단에 따른 촬영 보조 마커의 사용］(청구항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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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영상 신호의 출력단부(영상 출력단

부)를 구비하고 있다. 즉,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력 단자(84)를 구비하고 있다. 이들 영상 출력단부 중, 전

술한 바와 같이, D 단자(81), LCD(82), EVF(83)의 각각은,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 신호에 대응 가능하지만, SD 출력

단자(84)는, 아스펙트비가 4:3의 SD 신호용의 것이다.

따라서, 도 1에 나타낸 카메라부(10)로부터의 영상 신호가 HD 신호인 경우, 이 신호를 다운 컨버트 하지 않고 출력 가능한

출력 계통은, D 단자(81), LCD(82), EVF(83)이다. 또, 이 경우, SD 출력 단자에는, HD 신호가 다운 컨버트되어 출력된다.

그리고, 이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I/F(70)를 통해서 행하는 영상 신호 등의 출력은, HD 신호를 MPEG 또는 DV 포맷으

로 변환하여 출력하므로, DV 포맷으로 변환한 경우만, HD 신호가 다운 컨버트된다.

그러므로,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 제어부(100)는, OSD 처리부(20)와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

어하고, 각 영상 출력단부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합치한 촬영 보조 마커를 형성하고, 각 영상 출력단에 공급하는 영상 신

호에 합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 5 ~ 도 7은, 각 영상 출력단마다의 촬영 보조 마커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 중, 도 5는, 4:3 마커

SD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6은, 센터 마커 CE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

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7은, 안전 영역 마커 SF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

기 위한 도면이다.

예를 들면, 4:3 마커 SD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4:3 마커 SD는, 16:9 화각의 HD 영상을 SD 영상에 다운

컨버트하는 경우에 있어서, SD 영상으로서 유효한 화각(촬상 유효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SD 출력 단자(84)에 출력

하는 아스펙트비가 4:3의 SD 신호에 대하여 합성해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제어부(100)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OSD부(20)를 제어하여, D 단자

(81), LCD(82), EVF(83)의 각각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기 위한 4:3 마커 SD를 형성하고, 이것을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공급하는 동시에,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D 단자(81), LCD(82), EVF(83)의 각각에 공급

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는, OSD부(20)로부터의 4:3 마커 SD를 합성하지만, SD 출력 단자(84)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는, 4:3 마커를 합성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함으로써, 도 5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D 단자(81), LCD(82), EVF(83)의 각각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는, 4:3 마커 SD를 합성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되고, 예를 들면 4:3 마커 SD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도 5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SD 출력 단자(84)를 통해서 출력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는 4:3 마커를 합성하지 않

도록 할 수 있다.

또, 센터 마커 CE는, 영상의 중심 위치와 간단한 수평, 수직의 수준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센터 마커 CE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력 단자(84)의 각각에 출력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

여 합성하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제어부(100)는,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OSD부(20)를 제어하여, D 단자

(81), LCD(82), EVF(83)의 각각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기 위한 센터 마커 SD를 형성하고, SD 출력 단자

(84)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는 센터 마커 SD를 형성하고,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D 단자(81)

, LCD(82), EVF(83), SD 출력 단자(84)의 각각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OSD부(20)로부터의 대응하는 4:3 마커

SD를 합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도 6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터 마커 CE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D 단자(81), LCD

(82), EVF(83)의 각각으로부터 출력하는 영상 신호에는, 그 영상 신호에 의해 형성되는 영상의 중심에 센터 마커 CE를 표

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고, 또, 도 6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SD 출력 단자(84)로부터 출력하는 영상 신호에는, 그 영

상 신호에 의해 형성되는 영상의 중심에 센터 마커 CE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안전 영역 마커 SF는,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을 때, 일반의 대부분의 텔레비전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을 나

타내는 것이며, 안전 영역 마커 SF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

력 단자(84)의 각각에 출력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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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제어부(100)는,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OSD부(20)를 제어하여, D 단자

(81), LCD(82), EVF(83)의 각각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기 위한 안전 영역 마커 SF를 형성하고, SD 출력

단자(84)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는 안전 영역 마커 SF를 형성하고,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D

단자(81), LCD(82), EVF(83), SD 출력 단자(84)의 각각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에 대하여, OSD부(20)으부터의 대응하는

안전 영역 마커 SF를 합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도 7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전 영역 마커 SF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D 단자(81),

LCD(82), EVF(83)의 각각으로부터 출력하는 영상 신호에는, 그 영상 신호에 의해 형성되는 영상에 안전 영역 마커 SF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고, 또, 도 7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SD 출력 단자(84)로부터 출력하는 영상 신호에는, 그

영상 신호에 의해 형성되는 영상에 안전 영역 마커 SF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 경우에는, HD 출력 계통과

SD 출력 계통으로, 프레임선의 사이즈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복수개의 영상 출력단의 각각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의 포맷에

따라 예를 들면,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촬영 보조 마커라도,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촬영 보조 마커에 대하여는 표시하

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촬영 보조 마크의 표현 방법을, 출력 단자마다 용도에 맞춘 정확한 표시로 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출력처 영상을

보고 있는 사용자 사이에서 의식이 있었던 구도 결정을 행할 수 있다.

［직접 키의 이용에 대하여］(청구항 5, 6, 11, 12)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이나 촬영 보조 마커 전체의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은,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되는 메뉴 표시에 따라 조작부(110)의 커서 키 등의 조작 키를 조작함으로써 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3,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목적으로 하는 처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복수개의 조작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고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또, 촬영 중에 있어서는, 촬영 보조 마커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와 표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만, 하나 하나 메뉴

를 열어,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의 전환을 행하도록 하고 있던 것은, 촬영 찬스를 놓쳐 버리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커의 전체에 대하여, 표시의 온/오프를 전환하기 위해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전환 조작 키를 조작부(110)에 설치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EVF(83)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행하고 있는 경

우로서, 그 전환 조작 키가 조작된 경우에는,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3종류의 촬

영 보조 마커의 전부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촬영 보조 마커가 필요할 때는 표시되게 하고, 불필요할 때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직접 조작 가능한 전환

조작 키에 대한 1회의 조작(1액션)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에 대하여 일괄하여 표시의 온/오프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이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센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전환하는 센터 마커용 전환 조작 키와, 4:3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전환하는 4:3 마커용 전환 조작 키와, 안전 영역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전환하는 안전 영역 마커용 전

환 조작 키를 설치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각 촬영 보조 마커마다 표시의 온/오프를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시스템의 각종 정보의 설정은, LCD(82) 상에 표시하는 GUI(Graphics User Interface)를 통해서

행하는 방법 및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본체에 탑재한 스위치 조작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GUI는 제어부(100)의 제어에

의해, OSD부(20)가 제어되어 GUI를 형성하고, LCD(85)의 표시 화면(85G)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본체에 설

치되는 스위치의 입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어부(100)가 이들 스위치의 입력 포트를 감시하고, 그 입력 상태에 따라 소정의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조작부(110) 등에 설치되는 직접 조작 가능한 스위치 등의 조작 키에 의해,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전환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촬영 중에 촬영 보조 마크를 즉시 지우고 싶은 경우나 역으로 표시하고 싶은 경

우에 있어서, 1액션으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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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체에 설치되는 전용 스위치를 푸시 조작한다는 간단한 조작으로, 본체가 촬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임

의의 타이밍에서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의 온/오프를 즉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다소의 스텝을 요하는 메뉴 조작을 행함으

로써 일어날 수 있는, 촬영 중의 기회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촬영 보조 마커와 관련된 처리에 대하여］

다음에, 이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서의 촬영 보조 마커와 관련된 처리에 대하여, 도 8 ~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하

에 설명하는 촬영 보조 마커와 관련된 각 처리는, 주로 제어부(100)에 있어서 행하도록 되는 처리이다.

［촬영 보조 마커의 선택 처리에 대하여］

먼저,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 이용하는 촬영 보조 마커의 선택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8은, 촬영

보조 마커의 선택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카메라 설정 메뉴 Mn에 표시된

선택 항목으로부터 「마커 선택」이 선택되어 결정하도록 조작되면, 제어부(100)는, 도 3 (B)에 나타낸 바와 같은 마커 선

택 메뉴 Mk를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하고(스텝 S101), 사용자로부터의 조작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마커 선택 메뉴 Mk에 있어서, 결정 조작(종료 조작)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102).

이 스텝 S102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결정 조작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어부(100)는, 이 도 8에 나타낸 처리를

종료하고, 도 3 (A)에 나타낸 바와 같은 카메라 설정 메뉴의 표시로 돌아오도록 한다.

또, 스텝 S102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결정 조작은 행해져 있지 않은 것으ㅜ로 판단했을 때는, 센터 마커에 대한 표시 항목

이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103). 스텝 S10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센터 마커에 대한 표시 항목이 선택된 것

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어부(100)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터

마커에 대한 설정 화면을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하고(스텝 S104), 표시 설정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표시의 온/오프의 어느 하나가 선택되었는지를 판단하고(스텝 S105), 표시의 온이 선택된 경우에

는, 「센터 마커 표시 있음」을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ROM(102)에 정보를 설정한다(스텝 S106). 또, 스텝 S105의 판

단 처리에 있어서, 표시 오프가 선택된 경우에는, 「센터 마커 표시 없음」을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ROM(102)에 정보

를 설정한다(스텝 S107). 스텝 S106 또는 스텝 S107의 처리 후, 제어부(100)는, 스텝 S102로부터의 처리를 반복한다.

스텝 S10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센터 마커에 대한 표시 항목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4:3 마커에 대

한 표시 항목이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108). 스텝 S108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4:3 마커에 대한 표시 항목

이 선택된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4:3 마커

에 대한 설정 화면을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하고(스텝 S109), 표시 설정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표시의 온/오프의 어느 하나가 선택되었는지를 판단하고(스텝 S110), 표시 온이 선택된 경우에는,

「4:3 마커 표시 있음」을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ROM(102)에 정보를 설정한다(스텝 S111). 또, 스텝 S110의 판단 처

리에 있어서, 표시 오프가 선택된 경우에는, 「4:3 마커 표시 없음」을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ROM(102)에 정보를 설

정한다(스텝 S112). 스텝 S111 또는 스텝 S112의 처리 후, 제어부(100)는, 스텝 S102로부터의 처리를 반복한다.

스텝 S108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4:3 마커에 대한 표시 항목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전 영역 마커

에 대한 표시 항목이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113). 스텝 S11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안전 영역 마커에 대한

표시 항목이 선택된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OSD부(20),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를 제어하여, 도 3 (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전 영역 마커에 대한 설정 화면을 LCD(82)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하고(스텝 S114), 표시 설정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표시의 온/오프의 어느 하나가 선택되었는지를 판단하고(스텝 S114), 표시 온이 선택된 경우에는,

「안전 영역 마커 표시 있음」를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ROM(102)에 정보를 설정한다(스텝 S116). 또, 스텝 S115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표시 오프가 선택된 경우에는, 「안전 영역 마커 표시 없음」을 나타낸 바와 같이, 플래시 ROM(102)

에 정보를 설정한다(스텝 S117). 스텝 S116 또는 스텝 S117의 처리 후, 제어부(100)는, 스텝 S102로부터의 처리를 반복

한다.

스텝 S11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안전 영역 마커에 대한 표시 항목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어부

(100)는, 스텝 S102로부터의 처리를 반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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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하여,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3종류 준비되어 있는 촬영 보조 마커의 각각에 대하여 이용

할 것인지 여부를 별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촬영 보조 마커 전체적으로 표시의 온/오프에 대하여］

도 9는, 촬영 보조 마커를 일체로 하는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하는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 처리에 의해, 각 촬영 보조 마커마다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하도록 한 후에, 이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를 일체로 하는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도 4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카메라 설정 메뉴 Mn에 표시된 선택 항목으로부터 「마커」가 선택되어 결정하도록 조

작되면, 제어부(100)는, 도 4 (B)에 나타낸 바와 같은 촬영 보조 마커 전체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 화면을 LCD(82)

의 표시 화면(82G)에 표시하고(스텝 S201), 사용자로부터의 조작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리고, 받아들인 표시 설정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스텝 S202). 스텝 S202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받아들인 조작 입력이,

촬영 보조 마커 전체의 표시를 행하도록 하는 표시 온을 지시하는 것 일 때는, 제어부(100)는, 플래시 ROM(102)에 촬영

보조 마커 전체적으로 표시를 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설정한다(스텝 S203).

또, 스텝 S202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받아들인 조작 입력이, 촬영 보조 마커 전체의 표시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표시 오프

를 지시하는 것 일 때는, 제어부(100)는, 플래시 ROM(102)에 촬영 보조 마커 전체적으로 표시를 오프로 하는 것을 나타내

는 정보를 설정한다(스텝 S204).

스텝 S203 또는 스텝 S204의 처리 후, 이 도 9에 나타낸 촬영 보조 마커 전체적으로의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을 종료한다.

이같이 하여,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커 별개로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한 후에,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커 전체에 대하여 표

시의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에 대하여］

다음에, 촬영 보조 마커를 표시하도록 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0은,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 처리에 대하

여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이 도 10에 나타낸 처리는, 촬영 처리시의 처음이나, 촬영 스탠바이 모드의 처음의 시기

등에 있어서, 제어부(100)에 있어서 실행되는 처리이다.

제어부(100)는, 촬영시나 촬영 스탠바이 시 등에 있어서는, 도 10에 나타내는 처리를 실행하고, 플래시 ROM(102)의 설정

정보를 참조하고, 먼저, 4:3 마커의 표시 있음(표시 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01). 스텝 S301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4:3 마커의 표시있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어부(100)는, OSD부(20)에 대하

여,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 신호로 합성하는 4:3 마커를 형성하도록 지시한다(스텝 S302).

그리고, 스텝 S301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4:3 마커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스텝 S302의 처리 후에, 제어

부(100)는, 플래시 ROM(102)의 설정 정보가, 센터 마커의 표시 있음(표시 온)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03). 스텝 S30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센터 마커의 표시있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어부(100)

는, OSD부(20)에 대하여, 센터 마커를 형성하도록 지시한다(스텝 S304).

그리고, 스텝 S30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센터 마커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스텝 S304의 처리 후에, 제

어부(100)는, 플래시 ROM(102)의 설정 정보가, 안전 영역 마커의 표시 있음(표시 온)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스텝 S305). 스텝 S30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안전 영역 마커의 표시있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

어부(100)는, OSD부(20)에 대하여,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 신호로 합성하는 안전 영역 마커를 형성하도록 지시한다

(스텝 S306).

그리고, 제어부(100)는, OSD 처리부(20)를 제어하고, 형성하도록 한 각 촬영 보조 마커를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공급

하도록 제어하고(스텝 S307),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대하여, 아스펙트비가 16:9인 영상 신호, 즉 HD 신호에 대하여

공급된 촬영 보조 마커를 합성하도록 지시하고, 각 HD 출력계(D 단자(81), LCD(82), EVF(83))로부터 촬영 보조 마커를

합성한 영상을 출력하도록 한다(스텝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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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어부(100)는, 플래시 ROM(102)의 설정 정보를 확인하고, 4:3 마커의 표시 있음(표시 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09). 스텝 S309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4:3 마커의 표시있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라도, 제어부(100)는, SD 출력계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OSD부(20)에 대하여, 4:3 마커를 형성하는 지시를 내리지 않게

한다(스텝 S310).

그리고, 스텝 S309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4:3 마커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스텝 S310의 처리 후에, 제어

부(100)는, 플래시 ROM(102)의 설정 정보가, 센터 마커의 표시 있음(표시 온)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11. 스텝 S311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센터 마커의 표시있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어부(100)는,

OSD부(20)에 대하여, 센터 마커를 형성하도록 지시한다(스텝 S312).

그리고, 스텝 S311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센터 마커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스텝 S312의 처리 후에, 제

어부(100)는, 플래시 ROM(102)의 설정 정보가, 안전 영역 마커의 표시 있음(표시 온)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스텝 S313. 스텝 S313의 판단 처리에 있어서, 안전 영역 마커의 표시있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어

부(100)는, OSD부(20)에 대하여, 아스펙트비가 4:3인 영상 신호에 합성하는 안전 영역 마커를 형성하도록 지시한다(스텝

S314).

그리고, 제어부(100)는, OSD 처리부(20)를 제어하고, 형성하도록 한 각 촬영 보조 마커를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공급

하도록 제어 해(스텝 S315),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대하여, 아스펙트비가 4:3인 영상 신호, 즉 SD 신호에 대하여 공급

된 촬영 보조 마커를 합성하도록 지시하고, SD 출력계(SD 출력 단자(84)로부터 촬영 보조 마커를 합성한 영상을 출력하도

록 한다(스텝 S316).

이같이 하여, 표시가 지시된 촬영 보조 마커가 복수개의 영상 출력단에 공급되는 영상 신호의 포맷에 따라 형성되고, 각 영

상 신호에 합성되어, 대응하는 영상 출력단으로부터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센터 마커에 대하여는, HD 신호, SD 신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의 센터(중앙)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므

로, HD 신호와 SD 신호와의 경우에, 영상의 중앙이 어긋나는 경우는 없다. HD 신호로부터 SD 신호로의 다운 컨버트의 영

향을 고려하여, HD 신호와 SD 신호와로 각각의 센터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HD 신호용의 센터 마커와

SD 신호용의 센터 마커를 별개로 준비하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다.

［촬영 보조 마커의 소거 처리에 대하여］

다음에, 전술한 바와 같이, 촬영 보조 마커 전체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를 지시하기 위한 전환 조작 키가 조작됨으로써, 모

든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를 소거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모든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를 소거하는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촬영 보조 마커 전체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를 지시하기 위한 전환 조작 키가 조작되는 것에 의해, 모든 촬영 보조 마커의

소거(비표시)가 지시된 경우에, 제어부(100)는, 도 11에 나타낸 처리를 실행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먼저, OSD 처리

부(20)에 대하여, 아스펙트비가 16:9의 HD 신호에 대하여 합성하는 4:3 마커를 소거하도록 지시하고(스텝 S401), 다음에,

OSD 처리부(20)에 대하여, 센터 마커를 소거하도록 지시하고(스텝 S402), 다음에, OSD 처리부(20)에 대하여, 안전 영역

마커를 소거하도록 지시한다(스텝 S403).

그리고, 제어부(100)는, OSD부(20)에 대하여, 영상 신호에 합성하는 OSD 데이터를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공급하도

록 지시함으로써, 그것까지 합성되어 있던 각 촬영 보조 마커의 합성을 중지하도록 하고(스텝 S404), 촬영 보조 마커의 합

성되어 있지 않은 영상 신호를 각 영상 출력단으로부터 출력하도록 한다(스텝 S405).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각 영상 출력단으로부터 출력하게 되는 영상 신호로부터, 촬영 보조 마커를 소거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촬영 보조 마커의 소거에 대하여는, OSD부(20)에 대하여 촬영 보조 마커의 형성과 베이스 밴드 처리부(30)로의

공급을 정지하도록 제어하거나, 또, 베이스 밴드 처리부(30)에 대하여 OSD부(20)로부터의 촬영 보조 마커의 합성을 정지

하거나 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에 의해, 촬영 보조 마커를 소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촬영 보조 마커의 다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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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센터 마커 CE, 4:3 마커 SD, 안전 영역 마커 SF의 3종류의

촬영 보조 마커가 이용 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촬영 보조 마커는 전술한 3종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2 (A) 내지 도 12 (C)는, 촬영 보조 마커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 화

면 G의 표시 영역을 9분할하도록 하고, 그 중앙 부분의 영역을 나타내는 가이드 프레임 마커 GF1나, 도 12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 화면 G의 표시 영역을 9분할하는 9분할 가이드 프레임 마커 GF2나, 도 12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

화상의 90%의 영역을 나타내는 90% 안전 영역 마커 SF1, 표시 화상의 80%의 영역을 나타내는 80% 안전 영역 마커 SF2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각종의 촬영 보조 마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 같은 이유를 가지는 촬영 보조 마커라도, 그 표시 태양을 상이하게 하도록 한 것, 예를 들면, 표시색, 선종류, 프레임의

형태 등을 상이하게 하도록 한 각종의 촬영 보조 마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촬영 보조 마커마다, 표시색, 선종류,

프레임의 형태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촬영 보조 마커마다, 단지 표시의 온/오프를 나타내는 정보만아니고, 표시색, 선종류, 프레임의 형태를 나타

내는 정보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따른 촬영 보조 마커를 OSD부(20)에 있어서 형성하도록 하면 된다. 이와 같

이, 이용 가능한 복수 종류의 각종의 촬영 보조 마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전술한 실시예의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카메라부(10)를 통해서 촬영하도록 한 영상의 영상 신호를, 그 출

력처에 따라 촬영 보조 마커의 형성 태양이나 표시/비표시를 변화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면, 동일 출력처에 공급하는 영상 신호라도, 그 포맷에 따라 촬영 보조 마커의 형성 태양이나 표시/비표시를 전환하도

록 할 수도 있다.

또, 통상 16:9 패널에는 HD 영상을 표시하지만, SD 변환한 영상을 표시하는 경우, 4:3 화각으로 자른 영상으로 된다. 이

때, 4:3 화각에 맞춘 촬영 보조 마커를 형성하여 합성하여 표시를 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4:3 마커를 LCD(83)에 표시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SD 변환한 영상에 있어서는, 이미 화각이 4:3이므로, 4:3 마커 표시 설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

커 표시는 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출력처에 의해 촬영 보조 마커 표시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으로부터, 사용자의 용도에 맞춘 사용법이 행해질 수 있도록,

출력처마다 마커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본 발명을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적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이것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스틸 카메라, 아날로그 방식의 비디오 카메라나 스틸 카메라 등, 각종의 촬상 장치

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술한 실시예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는, 도 3,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촬영

보조 마커를 선택한 후에, 그 선택한 촬영 보조 마커의 전체에 대한 표시/비표시의 설정을 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촬영 보조 마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그 선택한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비표시를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선택한 촬영 보조 마커 전체에 대한 표시/비표시의 설정

처리는 생략하도록 할 수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의 요구에 합치하도록 복수개의 촬영 보조 마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경험적 예측으로부터 행하고 있었던 촬영의 구도 결정을, 보다 단시간에 마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촬상 장치 및 촬영 보조 마크 이용 제어 방법의 일실시예가 적용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설명하

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촬영 보조 마커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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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사용할 촬영 보조 마커의 선택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촬영 보조 마커 전체에 대한 표시의 온/오프의 설정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각 영상 출력단마다의 4:3 마커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각 영상 출력단마다의 센터 마커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각 영상 출력단마다의 안전 영역 마커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촬영 보조 마커의 선택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9는 촬영 보조 마커를 일체로 하는 표시의 온/오프를 설정하는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0은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1은 모든 촬영 보조 마커의 표시를 소거하는 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2 (A)는, 촬영 보조 마커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 (B)는 촬영 보조 마커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 (C)는 촬영 보조 마커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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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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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공개특허 10-2007-0085042

- 22 -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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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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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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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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