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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피사체를 결상하는 렌즈군(Ll, L2, L3,L4)을 가지는 교환 렌즈(40)와, 이 교환 렌즈(40)를 장착하는 카메라(10)

를 갖춘 카메라 시스템(1)이며, 카메라(10)는, 이 카메라(10)의 자세에 관한 보정 각도 정보를 산출하는 보정 각도 정보 산

출 수단(20)과, 산출된 보정 각도 정보를 교환 렌즈(40)에 송신하는 제1 송신 수단(29)을 가지고, 교환 렌즈(40)는, 제1 송

신 수단(29)에 의해서 송신된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해서,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광학 보정 수단(L2)을 가지는

것으로 실현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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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촬영자의 요구에 따라서 임의로 교환 가능한 교환 렌즈를 장착하는 카메라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상세한 것은,

상기 교환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의 촬영시의 흔들림를 보정하는 카메라 시스템, 카메라 및 교환 렌즈에 관한다.

배경기술

본 출원은 일본국에 있어서 2003년 3월 28일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번호 2003-092348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

하는 것이고, 이 출원을 참조하여 본 출원에 원용한다.

종래, 비디오 카메라나, 스틸 카메라에는, 촬영시에 있어서의 촬영자의 손떨림을 보정 하기 위해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

재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손떨림 보정은, 일반적으로, CCD(Charge－Coupled Device) 촬상 소자를 이용해 화상 처리에

의해 손떨림을 보정 하는 방식과, 떨림에 의해서 변화한 광축을 광학적으로 수정해 흔들림을 보정 하는 방식이 있다.

소형이고 염가의 진동 쟈이로 센서로 카메라에 가해지는 각속도를 검출하고, 검출된 각속도로부터 각변위를 산출하고, 이

각변위에 근거해서, CCD 촬상 소자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전송을 제어하거나 반사 미러를 움직이는 것으로 광축을 수정

하거나 하고, 카메라에 가해진 진동에 의한 영상의 흔들림를 제거하는 방법이 특개소 60－143330호 공보에 있어서 제안

되고 있다.

광학적으로 흔들림을 보정 하는 방식은, 피사체가 결상된 상(像) 자체를 흔들지 않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CCD 촬상 소자

를 이용한 손떨림 보정 방식보다 높은 화질로 촬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광학 흔들림 보정 방식에는, 촬상 렌즈의 광

축에 수직인 2방향으로 광학 결상 렌즈의 일부를 변위(시프트)시키고, 광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상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시프트 렌즈 방식”과 꼭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광축을 변화시키는 꼭지각 가변 프리즘(VAP：Variable Angle

Prism)을 이용하는 “꼭지각 가변 프리즘(VAP) 방식”이 있다.

꼭지각 가변 프리즘 방식에는, 미국 특허 제 3212420호 명세서에 기재되는 것같은, 2매의 투명판에 액체를 봉입하고, 이

투명판을 기울이는 것으로 프리즘의 꼭지각을 변화시켜 광축을 보정한다고 하는 액체 봉입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을 이용

한 방법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보스코피치의 빔”으로서 알려진, 거의 크기가 동일한 정부(正負)의 곡률을 가진 요철 렌즈

를, 서로의 곡면을 중첩하여 대향시키고, 각각의 곡률 중심에서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서 꼭지각을 바꾸는 방식도 실현되고

있다. 이 방식의 일예로서, 특공 소 44－5987호 공보에 기재된 것이 있다.

또, 보정 광학계로서 액체 봉입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을 채용하고, 흔들림 보정의 구체적인 제어 방법이 특개평 7－

294987호 공보에 있어서 제안되고 있다.

시프트 렌즈 방식에는, 렌즈의 설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경량이고 지름이 작은 렌즈군을, 시프트 렌즈로서 이용할 수 있다.

또, 꼭지각 가변 프리즘 가운데서도 액체 봉입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해당 액체 봉입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이, 유리판의 사이에 봉입된 액체를 움직여 꼭지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액체에 의한 점성 저항이 있지만, 시프트

렌즈 방식에서는 이러한 점성 저항이 없다. 이 때문에, 장치 전체의 소형화에 유리하고, 높은 주파수 성분을 가진 흔들림에

대응하기 쉽다고 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시프트 렌즈 방식에서는, 렌즈를 편심시키는 것에 의해서 상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편심에 의한 수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편심시의 화질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의 이동 범위, 즉, 보정 가능 범위를 작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꼭지각 가변 프리즘을 이용해 흔들림 보정을 하면, 프리즘에 의해서 광축을 구부리기 때문에, 색수차가 발생하지만,

시프트 렌즈 방식보다는 크게 광축을 구부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단지, 액체 봉입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에서는, 꼭지각을 변화시키는데 액체의 점성 저항에 저항한 구동력이 필요하게 되

고, 기압 등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한 결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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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 렌즈를 조합한 꼭지각 가변 프리즘은, 렌즈의 회전 반경이 커지는 것으로부터, 장치 전체의 대형화를 초래하게 된다

고 생각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합한 요철 렌즈의 각각을 양단에서 지지해 회전시키고, 꼭지

각을 변화시키는 기구를 가지는 꼭지각 가변 프리즘에 의해 대형화를 회피한 것이 특개평 10－39358호 공보에 있어서 제

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학 흔들림 보정 방식에는, 각종의 방법이 입안, 실용화되고 있지만 광학계의 차이에 의해, 이점, 결점이 각각

있는 것을 안다. 따라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촬영자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광학 흔들림 보정 방식을 촬영 조건 등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요구에는, 카메라 본체에, 교환 가능한 교환 렌즈를 장착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따를 수 있다. 광학 흔들

림 보정 방식의 경우, 흔들림 보정 기능은, 결상 광학계가 있는 교환 렌즈에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 본체는, 교환 렌

즈를 촬영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광학 흔들림 보정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흔들림 보정을 실행하려면, 흔들림을 검출하는 센서와 검출된 흔들림에 근거하여, 보정 광학계를 동작시키는

신호를 연산하고, 연산한 신호에 근거하여 제어를 실시하는 연산 제어계와 신호에 근거해 보정 광학계를 실제로 동작시키

는 구동계가 적어도 필요하다.

보정 광학계는, 교환 렌즈에 탑재되고 있으므로, 구동계도 교환 렌즈에 탑재할 필요가 있다. 또 센서와 연산 제어계를 같이

교환 렌즈에 탑재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카메라 본체에 있어서는, 당연, 교환 렌즈가 바뀔 때마다 보정 제어 방식도 바뀌

어 버리기 때문에, 흔들림 보정시에 있어서의 조작성에 통일감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

또, 통일한 조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센서를 교환 렌즈에 남기고, 연산 제어계를 카메라 본체에 탑재시키면, 교환 렌즈

에 있는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카메라 본체에 있는 연산 제어계에 전달하고, 게다가 교환 렌즈에 있는 구동계에 송신한다

고 하는 것같이, 신호의 교환이 번잡하게 됨과 동시에, 그것을 위한 인터페이스도 필요하게 되고, 매우 쓸데없는 많은 시스

템이 구축되어 버린다.

따라서, 센서와 연산 제어계를 카메라 본체에 탑재시키고, 교환 렌즈에는, 보정 광학계를 구동시키는 구동계를 탑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시스템의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이, 센서와 연산 제어계를 카메라 본체에 탑재시키고, 보정 광학계를 구동시

키는 구동계를 교환 렌즈에 탑재시킨 여러 가지 카메라 시스템을 이하에 든다.

보정 광학계로서 시프트 렌즈 방식을 채용해, 카메라 본체로 시프트 렌즈에 대한 변위량을 연산해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특개 평 9－105971호 공보에 있어서 제안되고 있다.

센서에서 검출된 각속도 신호로부터, 보정 광학계를 구동시키는 구동 신호를 카메라 본체에서 산출하고, 교환 렌즈에 송신

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특개 평 5－66445호 공보에 있어서 제안되고 있다.

또, 카메라 본체의 센서에서 검출된 각변위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서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특개 평 9－

80511호 공보에 있어서 제안되고 있다.

보정 광학계로서 시프트 렌즈 방식을 채용한 카메라 시스템으로서, 특개 평 6－250272호 공보에 있어서 제안되고 있다.

보정 광학계로서 특허 문헌 5에 기재의 요철 렌즈를 조합한 꼭지각 가변 프리즘을 채용하고, 게다가 이 프리즘에 있어서

꼭지각을 가변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 성분을 제거하는 제어 방법을 탑재한 카메라 시스템이 특개 평 10－186435호 공보

에 있어서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광학 흔들림 보정에는, 보정 광학계의 차이에 의해 복수의 보정 방식이 존재하고 있고, 당연, 제어 방법도 보정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가령, 교환 렌즈마다 다른 보정 광학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카메라 본체에 흔들

림 보정 기능에 대한 범용성을 갖게 한 카메라 시스템이어도, 각각의 보정 방식에 대응한 제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상기 특개평 9-105971호 공보, 특개평 5-66445공보, 특개평 9-80511호공보, 특개평 6-250272호 공보, 특

개평 10-186435호 공보에 있어서 제안되고 있는 광학 흔들림 보정을 하는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교환 렌즈를 채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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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보정 광학계는, 시프트 렌즈 방식으로 고정이거나 꼭지각 가변 프리즘 방식으로 고정이거나 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부족하고, 보정 광학계의 각각의 이점을 촬영자가 선택 가능한 구성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원리의 보정 광학계

가 제안된 경우 등은, 전혀 대처할 수 없다고 한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것 같은 종래의 기술이 가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 카메라 및 교환 렌

즈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더 구체적인 목적은 광학적으로 흔들림 보정을 하는 어떠한 보정 광학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 카

메라 및 교환 렌즈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는 본 발명에 관련되는 카메라 시스템은, 피사체를 결상하는 광학 결상 수단을 가지는

교환 렌즈와, 상기 교환 렌즈를 장착하는 카메라를 갖춘 카메라 시스템이며, 카메라는, 카메라의 자세에 관한 보정 각도 정

보를 산출하는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과,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보정 각도 정보를 교환 렌즈에 송

신하는 제1 송신 수단을 가지고, 교환 렌즈는, 제1 송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된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카메라 시

스템의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광학 보정 수단을 갖춘다.

또, 본 발명에 관련되는 카메라는, 피사체를 결상하는 광학 결상 수단을 가지는 교환 렌즈를 장착하는 카메라이며, 카메라

의 자세에 관한 보정 각도 정보를 산출하는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과,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제1 송신 수단을 갖춘다.

더욱, 본 발명과 관련되는 교환 렌즈는, 피사체를 결상 하는 광학 결상 수단을 가지고, 소정의 카메라에 장착되는 교환 렌

즈이며, 카메라로부터 송신되는 보정 각도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이 수신 수단에 의해서 수신된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카메라의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광학 보정 수단을 갖춘다.

본 발명의 더 다른 목적,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이점은 이하에 있어서 도면을 참조해 설명되는 실시의 형태의

설명으로부터 한층 명확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2는 노이즈 제거부에 있어서의 노이즈 제거 처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3은 센터링 처리부에 있어서의 센터링 처리시에 사용하는 변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4는 실링 처리부에 있어서의 실링 처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6은 액체 봉입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7은 액체 봉입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에 있어서, 광축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9a 및 b는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0은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의 동작 기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1은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에 있어서, 꼭지각 가변시에 검출되는 오차 성분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12는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에 있어서, 오차 성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공개특허 10-2005-0118173

- 4 -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관계하는 카메라 시스템, 카메라 및 교환렌즈의 실시의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도 1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관계하는 카메라 시스템(1)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관계하는 카메라 시스템(1)은 도 1에 나타내듯이, 카메라 본체인 카메라(10)와 상기 카메라(10)에 장착하는 교

환 렌즈(40)를 갖추고 있다. 카메라 시스템(1)은, 해당 카메라 시스템(1)에 주어지는 흔들림 예를 들면, 촬영자의 손떨림

등을 보정하는 흔들림 보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우선, 카메라(10)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카메라(10)는, 각속도 센서(11)와 HPF·LPF(12)와 증폭기(13)와 카메라 마이크

로 컴퓨터(20)를 갖추고 있다.

각속도 센서(11)는, 진동 쟈이로이며, 카메라(10)의 광축에 대해서 수직인 2 방향의 흔들림을 각속도 신호로서 검출한다.

광축에 대해서 수직인 2 방향이란, 광축에 대해서 연직 방향으로 수직인 성분(피치 방향)과 광축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수직인 성분(요(yaw) 방향)이다. 도 1에서는, 생략하여 각속도 센서(11)를 1개 밖에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카메라

(10)에는 상술한 2 방향, 각각에 대해서 각속도 신호를 검출하는 각속도 센서(11)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각속도 센서(11)는, 카메라(10)에 구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각속도 신호가 후단의 HPF·LPF(12)에 입력되는

구성이면 좋다. 예를 들면, 각속도 센서(11)를 차량 등에 부착하여, 그 흔들림을 검출하도록 해도 좋다. 즉, 각속도 센서

(11)로 검출되는 흔들림은, 이른바 손떨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각속도 센서(11)에 대신해서, 카메라(10)의 촬상 방향을 검출하는 센서등을 이용해도 좋다.

HPF·LPF(12)는, 각속도 센서(11)에서 검출된 각속도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DC오프셋 성분을 HPF로 제거하고, 더구나

카메라 마이크로 컴퓨터(20)가 갖춘 후술하는 A／D컨버터(21)로 샘플링하는 주파수대역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을 LPF로

제거한다.

증폭기(13)는, HPF·LPF(12)로부터 송출된 각속도 신호를 소정의 출력 레벨로 증폭하고, 카메라 마이크로 컴퓨터(20)에

송출한다.

카메라 마이크로 컴퓨터(20)는, 각속도 센서(11)에서 검출된 각속도 신호로부터, 후술하는 교환 렌즈(40)에 송신하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를 생성한다.

카메라 마이크로 컴퓨터(20)는, A／D(Analog to Digital) 컨버터(21)와 노이즈 제거부(22)와 HPF(23)와 적분 처리부(24)

와 센터링 처리부(25)와 실링 처리부(26)와 게인 처리부(27)와 팬·틸트 판별부(28)를 갖추고 있다.

A／D컨버터(21)는, 증폭기(13)로부터 송출된 각속도 신호를 소정의 샘플링 주파수로 샘플링해 디지털 데이타인 각속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노이즈 제거부(22)는, A／D컨버터(21)로부터 송출된 각속도 디지털 신호 중 미소 신호 성분에 포함되는 노이즈를 제거한

다. 노이즈 제거부(22)에서는, 도 2에 나타내듯이 입력된 각속도 디지털 신호의 미소 신호 성분의 출력을 제로로 한다. 출

력을 제로로 하는 불감대의 임계치는, 후술하는 팬·틸트 판별부(28)의 판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

HPF(23)는, 노이즈 제거부(22)로 제거할 수 없는 온도 드리프트 등의 저주파 노이즈를, 각속도 디지털 신호로부터 제거하

고, 적분 처리부(24)에 송출한다.

적분 처리부(24)는, HPF(23)로부터 송출된 노이즈 제거부(22), HPF(23)에 의해서 노이즈가 제거된 각속도 디지털 신호

를 적분 처리하고, 각도 정보를 산출한다.

센터링 처리부(25)는, 적분 처리부(24)에서 산출된 각도 정보가, 교환 렌즈(40)의 보정 광학계에서 보정할 수 있는 각도 범

위내가 되도록, 각도 신호의 조정을 하고, 보정 광학계를 정상적인 상태에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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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적분 처리부(24)에서 산출된 각도 정보가, 교환 렌즈(40)의 보정 광학계에서 보정 가능한 각도 범위의 한계 부

근인 경우에는, 보정 광학계는, 보정 동작의 요구에 추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린다.

이 때문에, 센터링 처리부(25)에서는, 보정 광학계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본래의 광학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광학계

를 소정 상태에 되돌리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가 되도록 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적분 처리부(24)에서 산출

되는 각도 정보로, 도 3에 나타내듯이 각도 정보의 절대치가 커질 때마다 작아지는 변수 p(0＜p＜1)를 곱셈하고 게인을 거

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

센터링 처리부(25)에서의 센터링 처리에서는, 현재, 보정 광학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는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 현

재 위치 정보는, 교환 렌즈(40) 내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교환 렌즈(40)와의 통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또, 해당 카메라(10)에서는, 보정 광학계를 보정하기 위한 각도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각도 정보로부터, 목표가 되는

제어 목표치를 카메라(10) 측에서 산출하고, 센터링 처리부(25)에서 필요하게 되는 현재 위치 정보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실링 처리부(26)는, 적분 처리부(24)에서 산출되고 센터링 처리부(25)에서 센터링 처리된 각도 정보가, 교환 렌즈(40)의

보정 최대 각도(θmax)를 초과하게 된 경우의 처리를 한다. 보정 최대 각도(θmax)는, 후술하는 교환 렌즈(40)에서 산출되

어 해당 카메라(10)에 송신되는 값이다. 실링 처리부(26)는, 각도 정보가, 보정 최대 각도(θmax)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도 4에 나타내듯이 초과하게 된 각도 정보를 보정 최대 각도(θmax)로 치환하여 출력한다.

게인 처리부(27)는, 실링 처리부(26)를 통하여 출력된 각도 정보를, 교환 렌즈(40)에 정밀도 좋게 송신하기 위한 게인 조정

을 한다. 카메라(10)로부터, 교환 렌즈(40)에 송신되는 각도 정보는, 디지털 신호로서 송신되든지, 아날로그 신호로서 송신

되든지, 송신 형태에 따른 값으로 변환되어 송신된다.

일반적으로, 교환 렌즈의 보정 최대 각도는, 보정 광학계의 차이(시프트 렌즈 방식인지, VAP(Variable Angle Prism) 방식

인지), 개개의 렌즈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시프트 렌즈 방식의 A렌즈의 경우의 보정 최대 각도는 0.3

도였지만, VAP 방식의 B렌즈의 경우의 보정 최대 각도는 2도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아날로그 신호로서 송신하는 경우, 단위 근처의 각도 정보를 고정적인 아날로그 신호로서 예를 들면, 1볼트의 전압

치로 1도과 같이 정해 버리면, VAP 방식의 보정 최대 각도에 대한 전압치는 2볼트인데 대해, 시프트 렌즈 방식의 보정 최

대 각도에 대한 전압치는 0.3볼트와 같이 미약한 값으로 된다. 따라서, 시프트 렌즈 방식의 경우에서는 약간의 노이즈에 의

한 전압치의 변동에 의해서 송신하는 각도 정보와 오차 성분이 포함되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게인 처리부(27)는, 교환 렌즈(40)에 각도 정보가 최적으로 송신되도록, 송신에 이용되는 최대치, 즉, 아날로그 송

신이라면 최대 전압치, 디지털 송신이라면 최대 비트폭이, 교환 렌즈(40)의 보정 최대 각도가 되도록 설정을 한다. 그리고,

게인 처리부(27)는, 이 때의 전송 신호의 1단위 당의 각도 정보를 게인치로 한다. 게인 처리부(27)는, 각도 정보를 게인치

로 제산하고, 전송 신호를 생성한다. 전송 신호는, 단자(29)를 통하여 교환 렌즈(40)에 송신된다.

또, 게인 처리부(27)에서 생성된 게인치는, 다른 단자, 예를 들면, 단자(30)등에 의해, 교환 렌즈(40)에 송신된다. 교환 렌

즈(40)로의 게인치의 송신은, 예를 들면, 카메라(10)에, 교환 렌즈(40)가 장착되었을 때에 송신되게 되고, 흔들림 보정하는

단계에서는, 교환 렌즈(40)가 이미 게인치를 취득하고 있다.

이 카메라(10)로부터 교환 렌즈(40)에 송신되는 게인치와 각도 정보를 포함하는 전송 신호란, 카메라 시스템(1)의 흔들림

보정 처리에 필요 불가결한 정보이며, 이것들을 총칭해 광학 보정 각도 정보라고 부른다.

또한 게인 처리부(27)에서 생성되는 게인치는, 전송 신호가 카메라(10)로부터 교환 렌즈(40)에 송신되고 있는 동안에서도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송 신호의 통신 상황이 악화 되었을 경우 등에는, 최적인 조건으로 확실히 각도 정보를 송신

하기 위해서, 게인치를 적당 변경시킬 수 있다.

팬·틸트 판별부(28)는, 각속도 센서(11)에서 검출되고, A／D컨버터(21)를 통하여 공급되는 각속도치(예를 들면, 각속도의

크기, 각속도의 변화의 모습)나, 적분 처리부(24)에서 산출되는 각도 정보(예를 들면, 각도의 크기)등에서, 각속도 센서

(11)에서 검출된 흔들림이 팬, 틸트 등이라고 한 촬영자의 의도적인 카메라 시스템(1)의 조작에 의하는 것인지, 보정해야

할 손떨림인지 어떤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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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틸트 판별부(28)는, 판단 결과에 따라서, 노이즈 제거부(22)에서의 불감대의 크기, HPF(23)에서의 하이 패스 필터의 통

과 대역, 적분 처리부(24)에서 실행되는 적분 처리의 완화 시간 등을 설정한다.

또, 팬·틸트 판별부(28)는, 적분 처리부(24)에서 산출되는 각도 정보와 교환 렌즈(40)로부터 송출되는 흔들림 보정 범위를

비교하고, 센터링 처리부(25)에서의 센터링 처리시에 사용하는 변수(p)의 값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팬·틸트 판별부(28)

는,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카메라 시스템(1)을 이동시켰다고 판단되었을 경우(팬, 틸트 처리를 실행했다고 판단되었을 경

우) 변수(p)의 값을 작은 값으로 설정한다.

단자(29), 단자(30)는, 교환 렌즈(40)의 단자(46), 단자(47)와 각각 접속되는 인터페이스이다.

단자(29)는, 상술한 것처럼 교환 렌즈(40)에 대해서 각도 정보가 포함된 전송 신호를 송신하는 인터페이스이다. 도 1에서

는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카메라(10)는, 피치 방향과 요 방향의 흔들림을 각각 독립으로 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자(29)

도 거기에 따라 2개 준비하고, 각도 정보를 포함한 전송 신호를 각각 독립으로 교환 렌즈(40)에 송신한다. 또, 피치 방향과

요 방향의 각도 정보를 포함한 전송 신호를 시분할 다중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자(29)를 이용해 송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단자(30)는, 교환 렌즈(40)로부터 송신되는 정보, 예를 들면, 보정 광학계의 보정 최대 각도(θmax), 보정 광학계의 보

정 가능 각도 범위 정보, 포커싱이나 줌 되었을 때의 렌즈 정보 등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이다.

계속해서, 교환 렌즈(40)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본 예의 교환 렌즈(40)는, 피사체를 결상하는 결상 광학계로서 4개의 렌즈

군, 렌즈군(Ll), 렌즈군(L2), 렌즈군(L3), 렌즈군(L4)을 갖추고 있다. 교환 렌즈(40)의 결상 광학계에서는, 렌즈군(Ll)을 광

축 방향으로 진퇴 시키는 것으로 포커싱을 실시하고, 렌즈군(Ll, L2, L3)을 광축 방향으로 진퇴 시키는 것으로 줌을 실시한

다. 또한 렌즈군(L4)은 고정으로 되어 있다.

포커싱에 의해서 광축 방향으로 진퇴하는 렌즈군(Ll)의 위치는, 포커스 위치 검출 엔코더(41)에 의해서 검출된다. 또, 줌에

의해서 광축 방향으로 진퇴하는 렌즈군(Ll, L2, L3)의 위치는, 줌 위치 검출 엔코더(42)에 의해서 검출된다.

또, 렌즈군(L2)은, 해당 교환 렌즈(40)에 있어서, 광학 보정을 실시하는 보정 광학계의 보정 렌즈로서 기능한다. 교환 렌즈

(40)에 있어서의 광학 보정 방식은, 검출된 카메라 시스템(1)의 흔들림에 따르고, 렌즈군(L2)을 광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

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상기 흔들림량을 보정하는 시프트 렌즈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시프트 렌즈 방식에 근거하여, 동

작시키는 렌즈군(L2)을, 시프트 렌즈라고 부른다. 렌즈군(L2)의 현재 위치 정보는, 위치 검출 엔코더(43)에 의해서 검출되

어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에 송출된다.

보정 광학계는, 카메라(10)로부터 송신되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한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에 의한 제어에 의해

서, 렌즈군(L2)을, 광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정을 실행한다.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는, 연산부(51)를 갖추고 있고, 이 연산부(51)에서 카메라(10)로부터 송신되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여, 렌즈군(2)을 시프트 시키는 제어 목표치인 보정 시프트 위치 정보를 연산한다. 게다가 렌즈 마이크로 컴

퓨터(50)는, 가산기(52)를 갖추고 있고, 제어 목표치인 보정 시프트 위치 정보로부터, 위치 검출 엔코더(43)로 검출되는 렌

즈군(L2)의 현재 위치 정보를 감산한다.

가산기(52)에서 감산된 값은, 구동 회로(44)에 송출되어 제어 전압치로 변환되어 렌즈군(L2)을 구동시키는 액츄에이터

(45)에 송출된다. 액츄에이터(45)는, 구동 회로(44)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전압치에 따라서, 렌즈군(L2)을 구동하고, 해당

카메라 시스템(1)의 흔들림을 보정한다.

계속해서,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를 중심으로, 교환 렌즈(40)에서 실행되는 흔들림 보정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을 한다.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의 연산부(51)는, 카메라(10)의 단자(29)로부터, 해당 교환 렌즈(40)의 단자(46)를 통하여 공급

되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인 각도 정보를 포함한 전송 신호에, 같은 광학 보정 각도 정보로서 미리 송신되고 있던 게인치를

곱셈해, 각도 정보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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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는, 얻어진 각도 정보분만큼 광축이 기운 것과 등가인 시프트 렌즈에 의한 상변위량,

dIMl을 산출한다. 상변위량(dIMl)은 결상 광학계가 전측 주점을 중심으로 θ[rad］의 각도 흔들림을 일으켰을 경우, 결상

광학계의 초점거리를 f, 촬상 배율을 k로 하면, (1) 식에 나타내듯이 표시된다.

[수학식 1]

dIMl=f(1＋k)·θ

결상 광학계의 초점거리(f)는, 렌즈군(Ll, L2, L3)의 위치를 줌 위치 검출 엔코더(42)로 검출해 알 수 있다.

또, 피사체 거리(a)는, 렌즈군(Ll)의 위치를 포커스 위치 검출 엔코더(41)로 검출해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커스 위치

검출 엔코더(41), 및 줌 위치 검출 엔코더(42)의 출력치에 대응한 피사체 거리(a)를 기술한 테이블을 렌즈 정보 격납부(53)

에 미리 보관 유지해 두고, 각각의 출력치가 입력되었던 것에 따라서, 거리(a)를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에 송출한다.

촬상 배율(k)은, 이 f와 a로부터 다음의 (2), (3) 식에 의해 구해진다.

[수학식 2]

1／f=(1／a)＋(1／b)

[수학식 3]

k=a／b

이와 같이 하여,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는, 거리(a)와 초점거리(f)로부터, (2)식을 이용해 거리(b)를 산출하고, 촬상 배

율(k)을 산출한다. 한층 더 마이크로 컴퓨터(50)는, 촬상 배율(k)과 각도 정보(θ)로부터 (1) 식을 이용하여, dIMl을 산출한

다.

한편, 렌즈군(L2)이, 어느 시프트 렌즈 위치(d)에 변위했을 경우의 상의 변위량을 dIMl＇로 하면, d와 dIMl＇의 비는, 초점

거리(f)와 촬상 배율(k)에 의해서 변화한다. 이 비를, 편심 민감도(Sd)로서 후술하듯이 보관 유지되고 있다.

[수학식 4]

dIMl＇=Sd·d=Sd(f, k)·d

(1) 식에 의해, 보정해야 할 각도 정보의 흔들림에 등가인 상이동량(dIMl)이 구해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프트 렌

즈의 이동량(d)에 대한 상이동량(dIMl＇)의 관계식(4)이 주어졌으므로, 흔들림을 보정해야 할 시프트 렌즈 위치(d)는 (5)

식에 나타내듯이, 각도 정보(θ)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5]

d={f(1＋k)·θ／Sd(f, k)}

이 시프트 렌즈 위치(d)는, 제어 목표치인 보정 시프트 위치 정보이다. 산출된 보정 시프트 위치 정보는, 렌즈 마이크로 컴

퓨터(50)의 가산기(52)에 송출된다. 가산기(52)는, 보정 시프트 위치 정보로부터, 위치 검출 엔코더(43)에 의해서 검출되

는 렌즈군(L2)의 현재 위치 정보를 감산하고, 렌즈군(L2)의 제어량을 산출한다.

이와 같이, 교환 렌즈(40)의 보정 광학계에서는, 카메라(10)로부터 송출되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여, 렌즈 마이크

로 컴퓨터(50)의 연산부(51)에서 식(5)를 이용하여, 제어 목표치인 보정 시프트 위치 정보(d)를 산출하고, 위치 검출 엔코

더(43)에 의해서 검출되는 렌즈군(L2)의 현재 위치 정보를 피드백하고, 제어 목표치에 가까워지도록 제어를 하는 것으로,

카메라 시스템(1)의 흔들림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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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점거리(f)와 촬상 배율(k)의 함수인 편심 민감도(Sd)는, 예를 들면, 렌즈 정보 격납부(53)에 테이블로서 기억되어

있고,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50)에 의해서 초점거리(f), 촬상 배율(k)이 산출되어 대응하는 Sd(f, k)가 요구된다.

계속해서, 교환 렌즈(40)로부터, 카메라(10)에 송신하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상술한 것처럼 교환 렌즈(40)는, 카메

라(10)로부터 광학 보정 각도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카메라(10)에 대해서, 보정 광학계의 보정 가능 각도 범위 정

보나, 사용자에 의한 핀트의 조작이나, 오토 포커스, 줌 기능이라고 하는 유저 지원 기능에 의해서, 교환 렌즈(40) 상태가

변화했을 경우 등의 교환 렌즈 정보를 송신한다. 이 교환 렌즈 정보는, 교환 렌즈(40)의 단자(47)와 접속된 카메라(10)의

단자(30)를 통하여 카메라(10)에 송신된다.

교환 렌즈 정보 가운데, 광학 보정 각도 정보를 결정할 때에 필요한 정보로 보정 최대 각도(θmax)가 있다. 보정 최대 각도

(θmax)는, 결상 광학계의 초점거리(f), 촬상 배율(k), 편심 민감도(Sd), 및 시프트 렌즈인 렌즈군(L2)이 교환 렌즈(40)내에

있어 물리적으로 시프트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치인 dmax를 이용하고, (6) 식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다.

[수학식 6]

θmax=dmax·Sd(f, k)／{f(1＋k)}

이 식의 시프트 렌즈의 물리적인 가동 범위에서 정해지는 보정 최대 각도 이외에, 광학 성능을 일정한 사용 이상으로 유지

하는 등의 이유로 보정 최대 각도가 설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초점거리, 촬영 배율 등에 대응한 테이블에 값으로서

유지되고 참조된다.

보정 최대 각도(θmax)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산출되어 카메라(10)에 송출되는지 또는 θmax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카

메라(10)에 송출된다. 보정 최대 각도(θmax)는 카메라 마이크로 컴퓨터(20)에 송출되어 실링 처리부(26), 팬·틸트 판별부

(28) 등에서의 처리에 이용된다.

계속해서, 도 5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카메라 시스템(2)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도 5에 나타내듯이, 카메라 시스템(2)은, 카메라(10)를 카메라 본체로 하고, 카메라 본체에 장착되는 교환 렌즈로서 교환

렌즈(70)를 갖추고 있다. 카메라 시스템(2)은, 카메라 시스템(1)과 같이 해당 카메라 시스템(2)에 주어지는 흔들림 예를 들

면, 촬영자의 손떨림 등을 보정 하는 흔들림 보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 시스템(2)의 카메라(10)에 대해서는, 도 1을 이용해 설명한 구성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카메라(10)의 각속도 센서(11)에서 흔들림이 검출되면, 카메라 마이크로 컴퓨터(20)에서 광학 보정 각도 정보가 생성되어

교환 렌즈(70)에 송신된다.

계속해서, 교환 렌즈(70)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교환 렌즈(70)는, 피사체를 결상 하는 결상 광학계로서 렌즈 유니트(71)를

갖추고, 보정 광학계로서 액체 봉입형의 꼭지각 가변 프리즘인 VAP(Varlable Angle Prism)(72)를 갖추고 있다. 교환 렌

즈(70)에 있어서의 광학 보정 방식은, 검출된 카메라 시스템(2)의 흔들림량에 따라서, VAP(72)의 꼭지각을 가변하고, 상

기 흔들림량을 보정하는 VAP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보정 광학계는, 카메라(10)로부터 송신되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한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80)에 의한 제어에 의해

서, VAP(72)의 꼭지각을 가변해 보정을 실행한다.

우선, VAP(72)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도 6에 나타내듯이 VAP(72)는, 대향한 2매의 투명 평행판(91, 92)의 사이에, 투명

한 고굴절률(굴절률 n)의 탄성체, 또는 불활성 액체(93)를 협지한 형태로 충전함과 동시에, 그 외주를 수지 필름 등의 봉지

재(94)로 탄력적으로 봉지하고, 투명 평행판(91, 92)을 요동 하는 것으로써, 광축(100)을 변위시켜 흔들림를 보정하는 것

이다.

도 7은, VAP(72)의 한편의 투명 평행판(91)을 요동·회전축(95, 96)의 주위에 각도(p)만큼 회전시켰을 때의 입사 광속

(101)의 통과 상태를 나타낸 도이다. 광축(100)에 따라서 입사한 입사 광속(101)은, 프리즘과 같은 원리로 각도(p)만큼 편

향 된다. 꼭지각을 ∂로 하고, 꼭지각(∂)이 미소하다라고 하면 편향 되는 각도 p는, (7)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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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n－1)·∂

카메라(10)의 각속도 센서(11)로 검출되어 카메라 마이크로 컴퓨터(20)에서 산출된 각도 정보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로서

교환 렌즈(70)에 송신된다.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80)는, 연산부(81)를 갖추고 있고, 이 연산부(81)에서 카메라(10)로부터 송신되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여, VAP(72)의 꼭지각을 가변시키는 제어 목표치인 목표각 변위량을 연산한다. 구체적으로는, 렌즈 마이크

로 컴퓨터(80)는, 교환 렌즈(70)의 단자(76)를 통하여, 광학 보정 각도 정보로서 송신된 각도 정보를 포함한 전송 신호에,

동일하게 광학 보정 각도 정보로서 미리 송신되고 있는 게인치를 곱셈하고, 각도 정보를 산출한다. 산출한 각도 정보는 상

기 편향량(p)이기 때문에, (7) 식으로부터 제어 목표치가 되는 목표각 변위량(δ)이 산출된다.

또,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80)는, 가산기(82)를 갖추고 있고, 제어 목표치인 목표각 변위량으로부터 위치 검출 센서(73)에

서 검출되는 VAP(72)의 각변위축을 감산한다.

가산기(82)에서 감산된 값은, 구동 회로(74)에 송출되어 제어 전압치로 변환되어 VAP(72)를 구동시키는 액츄에이터(75)

에 송출된다. 액츄에이터(75)는, 구동 회로(74)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전압치에 따라서, VAP(72)의 꼭지각을 변화시키도

록 구동하고, 해당 카메라 시스템(2)의 흔들림을 보정한다.

이와 같이 하여, 보정 광학계로서 VAP 방식을 채용한 교환 렌즈(70)를, 카메라(10)에 장착한 카메라 시스템(2)에 있어서

도, 카메라(10)에서 검출되는 해당 카메라 시스템(2)의 흔들림량을 광학 보정 각도 정보로서 교환 렌즈(70)에 송신하는 것

으로, 상기 흔들림량을 보정할 수 있다.

또, 교환 렌즈(70)의 VAP(72)는, 꼭지각을 변화시키면 광축이 직접 변화하기 때문에, 시프트 렌즈 방식을 채용한 교환 렌

즈(40)와 달리,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80)에서 상의 흔들림량을 산출하고 나서, 제어 목표치인 보정 시프트 위치 정보를 산

출한다고 한 복잡한 연산을 생략할 수 있다.

또, 보정 최대 각도에 대해서도 렌즈의 초점거리나 상의 배율에 의하지 않고 일정치로서 좋기 때문에, 카메라 시스템이 가

동했을 때, 혹은 교환 렌즈가 탈착되었을 때, 교환 렌즈(40)의 단자(47)로부터 카메라 본체에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좋지

만, 상기 시프트 렌즈의 경우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카메라에 전해지도록 해도 좋다.

계속해서, 도 8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카메라 시스템(3)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도 8에 나타내듯이, 카메라 시스템(3)은, 카메라(10)를 카메라 본체로 해서, 카메라 본체에 장착되는 교환 렌즈로서 교환

렌즈(110)를 갖추고 있다. 카메라 시스템(3)은, 카메라 시스템(1) 및 카메라 시스템(2)과 같이 해당 카메라 시스템(3)에 주

어지는 흔들림 예를 들면, 촬영자의 손떨림 등을 보정하는 흔들림 보정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우선, 교환 렌즈(110)의 보정 광학계에 대하고 설명을 한다. 교환 렌즈(110)의 보정 광학계는, VAP 방식을 채용하고 있지

만, 도 5에서 나타낸 교환 렌즈(70)에서 이용한 액체 봉입식과는 다른 방식의 꼭지각 가변 프리즘을 구성하고 있다.

교환 렌즈(110)에서 이용하고 있는 VAP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교환 렌즈(70)에서 채용한 액체 봉입형의 VAP에서는, 판

유리와 이것을 결합하는 주름 상자의 사이에 액체가 봉입되고 있기 때문에, 판유리의 각도를 바꿀 때 봉입 액체가 점성 저

항으로서 움직이고, 고속의 흔들림 추종을 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것이, 한 쌍의 구면 렌즈를 조합한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이며, 이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이 교환 렌즈(110)에 이용된다.

도 9a 및 도 9b를 참조해서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도 9a에 나타내는 쐐기형 프리즘

(201)은, 굴절률(n), 꼭지각(δ)이며, 이 쐐기형 프리즘(201)에서는, 입사 광축(F)에 대해서 출사 광축(Fl)에 굴절각(p)이 발

생한다. 굴절각(p)과 꼭지각(δ)의 관계는 상술한(7) 식과 같다. 다시, (7) 식을 나타낸다.

[수학식 7]

ρ=(n－1)·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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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서, 교환 렌즈(110)에 채용되는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은, 도 9b에 나타내듯이, 평오목 구면 렌즈

(203)과 평 볼록 구면 렌즈(204)로 구성된다.

평오목 렌즈(203)와 평볼록 렌즈(204)의 굴절률(n), 및 구면(203a, 204a)의 곡률 반경은 대략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리

고, 그들 구면(203a, 204a)간에 얼마 안되는 틈새(205)를 유지해 대향시킨다.

이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은, 도 9b중 점선으로 나타내듯이, 평오목 렌즈(203)와 평볼록 렌즈(204)의 평면

(203b, 204b)이 서로 평행인 때에는, 빛이 편향하지 않는다.

실선으로 나타내듯이, 평오목 렌즈(203)와 평볼록 렌즈(204)를 이들 구면(203a, 204a)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화살표 Ⅹ방

향으로 회전시키고, 이러한 평면(203b, 204b)간에 꼭지각(δ)을 형성하면, 쐐기형 프리즘(201)과 같이 (7) 식에 의해, 입사

광(F)에 대해서 출사광(Fl)이 편향한다.

평오목 렌즈(203)와 평볼록 렌즈(204)의 구면(203a, 204a)에 따른 상대적인 회전 방향을 직각 2축 방향으로 하고, 그 회

전각을 자재로 제어하는 것으로써, 출사광(Fl)의 편향 방향 및 편향각(p)을 상하 좌우, 몇개의 방향에도 자재로 가변할 수

있다.

계속해서, 도 10을 이용하여, 교환 렌즈(110)에서 사용하는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의 동작에 대하고 설명을

한다.

도 10은,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의 평볼록 렌즈(204)를 회전시키는 기구를 기재한 도이다. 평볼록 렌즈(204)

는, 렌즈 지지부(210)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 회전 구동부(221)에 의해서, 직선 U를 회전축으로서 회전 당한다. 또한 평오

목 렌즈(203)도 같은 기구에 의해서 회전 당한다.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은, 교환 렌즈(110)의 경통(216)에 장

착된다.

렌즈 지지부(210)는,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 중심이 되는 가상의 회전축(U)상에 놓여진 소구(小球)(211)를, 경통(216)

에 고정된 베어링 고정부(212)와 커버부(213)에 의해 사이에 두는 것으로, 소구(211)를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평볼

록 렌즈(204)를 지지한다. 소구(211)는, 평볼록 렌즈(204)에 장착된 보관 유지부(214)에 압입된 축(215)의 선단에 설치되

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렌즈 지지부(210)측의 평볼록 렌즈(204)의 일단은, 보관 유지부(214)가 장착되어 있지만, 회전 구동부

(221)측의 평볼록 렌즈(204)의 단부에도 회전측 보관 유지부(219)가 장착되고 있다. 회전측 보관 유지부(219)는,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 중심이 되는 가상의 회전축(U)과 수직인 면(S)에 평행한 경통(216)에, 볼베어링(217)을 통하여 당접되

어 있다.

회전 구동부(221)의 모터(218)에는, 도시하지 않은 풀리가 장착되어 있고, 풀리에는, 도시하지 않는 스틸 벨트가 장착되어

있다. 이 스틸 벨트는, 평볼록 렌즈(204)를 보관 유지하고 있는 회전측 보관 유지부(219)에 구비되어 있는 암(220)에 감겨

져 일부가 고정된다. 따라서, 모터(218)가 회전하므로, 풀리, 스틸 벨트가 구동하고, 암(220)을 통하여 소구(211)와 볼베

어링(217)에 의해서 공간상에 보관 유지된 평볼록 렌즈(204)를 가상의 회전축(U)에 대한 수직인 면(S)에 따라서 구동시킨

다.

또, 모터(218)에는, 광학식의 로터리 엔코더인 위치 검출 센서(114b)가 구비되어 있고, 평볼록 렌즈(204)의 현재의 각도

정보인 각변위량을 검출한다.

이러한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를 보정 광학계로서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 시스템(3)의 흔들림에 의한 광축의

변동을 직교하는 2축 방향의 움직임으로 나누어 검지해, 각각의 움직임과 동방향으로 광축을 변화시키면, 서로 영향을 받

는 일 없이 독립하게 보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축의 보정 방향은, 카메라(10)의 광축에 수직인 평면에 투영했을 때 직

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때문에,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은, 광축에 수직인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운동인 것

이 필요하다.

상술한 것처럼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은, 광축과 수직이 아닌 회전축(U)의 주위를 회전하는 것으로, 흔들림의

보정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축에 수직인 평면에 투영하여 생각할 때, 운동의 궤적은 직선은 아니고 호를 그리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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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을 사용하고, 카메라(10)의 흔들림 량에 대한 광학 보정을 했을 경우, 오차 성분을

포함한 채로 광학 보정이 이루어져 버리게 된다.

이 오차 성분은, 도 11에 나타내는 직교좌표 공간을 생각하는 것으로 산출할 수 있다. 도 11에 나타내는 직교좌표 공간에

서는, 평볼록 렌즈(204)의 초기 상태의 광축 방향을 z축, z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축을 포함할 방

향을 y축, y z축에 수직인 방향을 x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평볼록 렌즈(204)를 회전축(U)를 중심으로 회전시킨 경우에 있어서, 평볼록 렌즈(204)의 평면(204b)에 세워진 크

기가 1의 법선 벡터(m)의 궤적을 생각한다. 또한 회전축(U)과 평볼록 렌즈(204)의 광축과는 각도(α)만큼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한다.

설명을 위해,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축(U)를 평행 이동시켜 직교좌표 공간의 원점을 지나도록 하면, 법선 벡터(m)의 궤

적은, 원(230)과 같이 된다.

평볼록 렌즈(204)가 각도(θ)만큼 회전축(U)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경우를 고려해 법선 벡터(m)의 동경을, xz평면, 및 yz평

면에 투영하고, 각각이 z축이 이루는 각도(Φ), 각도(ψ)로 한다.

한편, 평볼록 렌즈(204)를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회전축으로서 회전시켰을 경우, 법선 벡터(m)의 사영상은, xz 평면에 있어

서만 변화하고, yz평면에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yz 평면에 나타난 각도(ψ)는, 오차 성분인 것을 안다.

평볼록 렌즈(204)가 회전축(U)의 회전으로 θ만큼 회전했을 때, 법선 벡터(m)의 동경의 좌표(x, y, z)는 도면과 같이,

x=rsinθ

y=r(1-cosθ)cosα

z=1-r(1-cosθ)sinα

가 된다. 따라서, 각도(Φ), 및 각도(ψ)는 각각, 식 (8),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8]

[수학식 9]

도 12에, 가상적인 회전축(U)과 평볼록 렌즈(204)의 초기 상태의 광축과의 기울기(α)가, α=20도의 때에, 평볼록 렌즈

(204)를 회전축(U)에 수직인 면내에 각도(θ)만큼 회전시켰을 때의 각도(Φ)와, 각도(ψ)의 관계를 각각 가리킨다. 이것에

의하면, 각도(θ)가 증가할 때 마다 오차 성분인 각도(ψ)의 값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안다.

다시, 도 8로 돌아와 카메라 시스템(3)의 카메라(10)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카메라 시스템(3)의 카메라(10)는, 요

방향의 처리, 즉 도 11에 나타낸 xz평면내의 흔들림을 검출하고, 각도 정보를 생성하는 처리계와 피치 방향의 처리, 즉 도

11에서 나타낸 yz평면내의 흔들림을 검출하고, 각도 정보를 생성하는 처리계가 기재되어 있다.

요방향의 처리계에서의 각 블록에서, 도 1에 나타낸 카메라(10)의 각 블록에 대응하는 것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또한

첨자로서 “a”를 붙이고 있다. 일례를 나타내면, 도 1에 나타내는 각속도 센서(11)는, 도 8에 있어서 각속도 센서(11a)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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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 또, 틸트 방향의 처리계에서의 각 블록에서, 도 1에 나타낸 카메라(10)의 각 블록에 대응하는 것에는, 동일한 부호

를 붙이고, 또한 첨자로서 “b”를 붙이고 있다. 일례를 나타내면, 도 1에 나타내는 각속도 센서(11)는, 도 8에 있어서는 각

속도 센서(11b)로 표기된다.

또한 카메라 시스템(3)에 있어서의 카메라(10)의, 요방향, 틸트 방향의 처리계의 각 블록은, 도 1에 나타낸 카메라 시스템

(1)에 있어서의 카메라(10)의 각 블록과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각 블록의 기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카메라(10)는, 각속도 센서(11a)에서 검출된 요방향의 흔들림량인 각속도 신호로부터, HPF·LPF(12a), 증폭기(13a), A／

D컨버터(21a)를 통하여 각속도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고, 노이즈 제거부(22a), HPF(23a), 적분 처리부(24a)를 통한 처리

에 의해, 각도 정보(σx)를 산출한다. 또, σx는, 센터링 처리부(25a), 실링 처리부(26a)에서 소정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 각도 정보를 교환 렌즈(110)에 송신할 때 , 게인 처리부(27a)에서 게인 처리된다. 게인 처리부(27a)는, 송신에 이용되

는 전송 신호의 최대치가, 교환 렌즈(110)로부터 송신되는 해당 교환 렌즈(110)의 보정 최대 각도(σx)가 되도록 설정을 하

고, 이 때의 전송 신호의 1단위 당의 각도 정보를 게인치로 한다. 이 게인치는, 해당 교환 렌즈(110)가 카메라(10)에 장착

되었을 때, 또는 카메라 시스템이 기동했을 때에, 카메라(10)의 단자(30)등에서 교환 렌즈(110)에 송신된다. 게인 처리부

(27a)는, 각도 정보를 게인치로 제산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각도 정보에 대응한 전송 신호를 단자(29a)를 통하여 교환

렌즈(110)에 송신한다. 이, 게인치와 각도 정보를 포함한 전송 신호가 광학 보정 각도 정보이다.

카메라(10)는, 피치 방향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광학 보정 각도 정보를 생성해, 교환 렌즈(110)에 송신한다.

계속해서, 교환 렌즈(110)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교환 렌즈(110)는, 보정 광학계로서 상술한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

즘(202)을 갖추고 있다. 교환 렌즈(110)에 갖추어진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의, 평오목 렌즈(203)는, 해당 카메

라 시스템(3)의 요방향의 흔들림에 대응해 소정의 회전축의 회전을 회전하고, 프리즘의 꼭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정

을 실시하는 렌즈이며, 평볼록 렌즈(204)는, 피치 방향의 흔들림에 대응해 소정의 회전축의 회전을 회전하고, 프리즘의 꼭

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정을 실시하는 렌즈이다. 평오목 렌즈(203), 평볼록 렌즈(204), 각각의 회전축과 광축이 이루

는 각은 각각 각도(α), 각도(β)이다. 또한, 각도(α)와 각도(β)의 차가 같게 되도록, 평오목 렌즈(203)와 평볼록 렌즈(204)를

배치해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을 제작할 수도 있다.

평오목 렌즈(203), 평볼록 렌즈(204)는,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120)에 의한 제어에 따라서, 각각의 구동계가 동작하는 것

으로,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을 보정 광학계로서 기능시킨다.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120)가 구비한 x축연산부(121a)에는, 카메라(10)로부터 송신된 광학 보정 각도 정보인 전송 신호

가 단자(117a)를 통하여 공급된다. x축연산부(121a)는, 송신된 전송 신호에, 미리 송신되고 있는 게인값을 곱셈해 각도 정

보를 산출한다. 게다가 x축연산부(121a)는, 산출한 각도 정보와, 상술한(7) 식을 이용하여, 꼭지각의 제어 목표치를 산출

한다. 더욱이 (8) 식에 의해 평오목 렌즈(203)의 회전축 주위의 회전각인 목표각 변위량이 산출된다.

평오목 렌즈(203)를 회전시키는 모터(113a)의 부근에는, 평오목 렌즈(203)의 회전 각도 검출 센서(114a)가 구비되어 있

고, 모터(113a)의 회전에 의해 평오목 렌즈(203)가 어느 정도 회전했는가라고 하는 각변위량(θx)이 검출된다. 각변위량

(θx)은, 증폭기(115a)에서 소정의 레벨까지 증폭되어 A／D컨버터(116a)에서 디지털 데이타로 변환되어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120)의 가산기(122a)에 공급된다. 가산기(122a)는, x축연산부(121a)에서 산출된 목표각 변위량으로부터 각변위

량(θx)을 감산하고,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구동 회로(112a)에는,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120)에서 생성되고, D／A컨버터(111a)에서 아날로그값으로 변환된 제어 신

호가 공급된다. 구동 회로(112a)는, 공급된 제어 신호를 모터(113a)에 인가하는 제어 전압으로 변환한다.

평오목 렌즈(203)는, 구동 회로(112a)에 제어된 모터(113a)에 의해서,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의 꼭지각이 적

절한 각도가 되도록 회전 당해 광축의 보정을 한다.

이와 같이, 평오목 렌즈(203)는,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120)에 의해서 피드백 제어되므로, 요방향의 흔들림량을 보정한다.

평볼록 렌즈(204)도, 완전히 동일하게 해 피드백 제어되므로, 피치 방향의 흔들림량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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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것처럼,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은, 구성되는 평오목 렌즈(203) 및 평볼록 렌즈(204)가 어느 쪽이나 광

축에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을 하지 않으므로, 회전이동에 임하여 오차를 가지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교환 렌

즈(110)의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120)는, 상기 오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평오목 렌즈(203)의 오차 성분에 대해 생각해 본다. 평오목 렌즈(203)를 렌즈의 회전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θx만

큼 회전시켰을 때, θx에 의한 yz평면내에서의 회전각(ψx)은, (9) 식에서 (10) 식에 나타내게 된다.

[수학식 10]

이 오차 성분을 보정하려면 ,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렌즈, 평볼록 렌즈(204)를, 렌즈의

회전축의 회전에 △θy만큼 회전시켰을 때의, yz면내에 투영된 각도(Φy)가, 상기 오차 성분인 회전각(ψx)을 상쇄하도록

회전하면 좋다. 평볼록 렌즈(204)를 △θy만큼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각(Φy)은 (8) 식에서 (11) 식에 나타내게 된다.

[수학식 11]

따라서, 이 (11) 식이, (10)식과 동일해지는 조건으로, △θy를 결정하므로, 평오목 렌즈(203)를 회전시키므로 발생하는 오

차 성분을 보정하는,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각 △θy이 구해지게 된다. 상기 조건에서 △θy를 구하면 (12)식에 나타내게

된다.

[수학식 12]

동일하게, 평볼록 렌즈(204)를 회전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회전시켰을 때에 발생하는 오차 성분을 상쇄하기 위한, 평오목

렌즈(203)의 회전각(△θx)은 (13) 식에 나타내게 된다.

[수학식 13]

여기서, 평오목 렌즈(203)의 회전축과 광축이 이루는 각도(α)와,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축과 광축이 이루는 각도(β)가

같은 경우는, (12) 식, 및 (13) 식은, 각각, (14) 식, (15) 식에 나타내게 된다.

[수학식 14]

[수학식 15]

공개특허 10-2005-0118173

- 14 -



렌즈 마이크로 컴퓨터(120)에는, 상술한 평오목 렌즈(203)에 의한 오차 성분을 보정하는 오차 보정 처리부(123a)와, 상술

한 평볼록 렌즈(204)에 의한 오차 성분을 보정하는 오차 보정 처리부(123b)가 설치되어 있다.

오차 보정 처리부(123b)는, 위치 검출 센서(114b)에 의해서 검출된 평볼록 렌즈(204)의 회전각(θy)으로부터, (15) 식을

이용하여, 오차 보정 회전각(△θx)을 산출해, x축연산부(121a)에 공급한다.

이것에 따라서, x축연산부(121a)는, 공급된 오차 보정 회전각(△θx)을 제어 목표치에 가산해 후단의 가산기(122a)에 출

력한다.

동일하게, 오차 보정 처리부(123a)에서도, 위치 센서(114a)에 의해서 검출된 평오목 렌즈(203)의 회전각(△θx)으로부터,

(14) 식을 이용하고, 오차 보정 회전각(△θy)을 산출하고, y축연산부(121b)에 공급한다.

이것에 따라서, y축연산부(121b)는, 공급된 오차 보정 회전각(△θy)을 제어 목표치에 가산해 후단의 가산기(122b)에 출

력한다.

이와 같이 하여, 카메라 시스템(3)은, 타블렛형 꼭지각 가변 프리즘(202)을 구비한 교환 렌즈(110)에 대해서, 카메라(10)

로부터 광학 보정 각도 정보를 공급하므로, 해당 카메라 시스템(3)에 주어지는 흔들림량을 정밀도 좋게 보정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제1 내지 제 3의 실시의 형태로서 나타낸 카메라 시스템(1, 2, 3)에 있어서, 카메라 본체인 카메라(10)는,

갖추어진 각속도 센서(11)(각속도 센서(11a, 11b))에 의해서 검출되는 각속도 정보로부터 각도 정보를 산출하고, 광학 보

정 각도 정보로서 각각 다른 보정 광학계를 가지는 교환 렌즈(40, 70 또는 110)에 같은 정보를 송신한다.

한편, 카메라(10)에 장착된 교환 렌즈(40, 70, 또는 110)는, 광학 보정 각도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보정 광학계에 대응

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예를 들면, 시프트 렌즈 방식, VAP 방식이라고 하는 보정 광학계에 의한 흔들림 보정을 실시한

다.

따라서, 카메라(10)는, 어떠한 보정 광학계를 가지는 교환 렌즈, 즉 기존의 모든 흔들림 보정 방식 또는, 새로운 원리의 흔

들림 보정 방식이 채용된 교환 렌즈가 장착되었을 경우에서도, 광학 보정 각도 정보를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것으로, 흔들

림 보정 처리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카메라(10)는, 보정 광학계에 대한 범용성이 높아지므로, 카메라 시스템으로

서 발전성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카메라의 종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른바 , 은염 필름에 광학적으로 피사체를 결상시키

는 스틸카메라, 피사체를 촬상하는 비디오 카메라, 피사체를 디지털 정지화상으로서 촬상하는 디지털 카메라, 피사체를 디

지털 동화상으로서 촬상하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등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 상술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첨부의 청구의 범위 및 그 주지를 일탈하

지 않고, 여러 가지 변경, 치환 또는 그 동등의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업자에 의해 명백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것같이, 본 발명은, 카메라에 의해서 산출되는 보정 각도 정보를, 교환 렌즈에 송신하고, 교환 렌즈에 있어서 송신

된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해서, 검출되는 해당 카메라 시스템의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정

광학계가 다른 교환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에서도, 카메라로부터 송신되는 보정 각도 정보로 따라서, 교환 렌즈내에서, 해

당 교환 렌즈에 채용된 보정 광학계의 원리, 및 구동 기구에 근거한 제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정 광학

계는 물론, 새로운 보정 원리에 근거한 보정 광학계를 탑재하는 교환 렌즈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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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메라로부터 교환 렌즈에 보정 각도 정보를 전송 신호로 변환할 때, 전송 신호의 최대치가, 교환 렌즈에서 생성되는

광학 보정 수단으로 보정 가능한 각도 변위인 보정 최대 각도 정보가 되도록, 보정 각도 정보를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

로, 높은 정밀도로 보정 각도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사체를 결상하는 광학 결상 수단을 가지는 교환 렌즈와, 상기 교환 렌즈를 장착하는 카메라를 갖춘 카메라 시스템이며,

상기 카메라는, 카메라의 자세에 관한 보정 각도 정보를 산출하는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과,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제1 송신 수단을 가지고,

상기 교환 렌즈는, 상기 제1 송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해서, 해당 카메라 시스템의 각도 변위

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광학 보정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해당 카메라의 자세에 관한 각도 변위를 검출하는 각도 변위 검출 수단을 더 가지고,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은, 상기 각도 변위 검출 수단에 의해서 검출된 각도 변위로부터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산

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소정의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전송

신호 변환 수단을 가지고,

상기 제1 송신 수단은,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에 의해서 변환된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렌즈는, 상기 광학 보정 수단으로 보정 가능한 각도 변위인 보정 최대 각도 정보를 산출하는 보정 최대 각도 정

보 산출 수단과, 상기 보정 최대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최대 각도 정보를 상기 카메라에 송신하

는 제2 송신 수단을 가지고,

　상기 카메라의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교환 렌즈의 제2 송신 수단에 의해서 송신되는 상기 보정 최대 각도 정

보가, 상기 제1 송신 수단에서 송신 가능한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의 최대치가 되도록,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

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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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의 전송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의 최소 전송 단위에 대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게인값으로

서 산출하고,

상기 카메라는,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에서 산출된 상기 게인치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제3 송신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의 전송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제1 송신수단에 의해 상기 소정의 전송신호의 전송중에 있어서도, 새로운 게

인치를 산출하고, 산출한 새로운 게인치에 의거해서 상기 보정각도 정보 산출수단에 의해 산출된 상기 보정각도정보를 상

기 소정의 전송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카메라의 제3 송신수단은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으로 산출된 상기 새로운 게인치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렌즈의 광학 보정 수단은, 액체 봉입형의 꼭지각 가변 프리즘이며, 상기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여, 꼭지각을

가변시키므로 상기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렌즈의 광학 보정 수단은, 구면끼리 대향된 제1 구면 렌즈 및 제2 구면 렌즈로 이루어지는 꼭지각 가변 프리즘이

며, 상기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고, 적어도 한편의 렌즈를 타편의 렌즈에 대해서, 상기 구면에 따라서 회전시키는 것에

의해, 상기 제1 구면 렌즈와 상기 제2 구면 렌즈가 형성하는 꼭지각을 가변시키므로, 상기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렌즈의 광학 보정 수단은, 상기 각도 변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되는 상기 각도 변위 정보에 근거해서, 상기 제1

구면 렌즈의 회전각(Φ)을 조정했을 때에, 상기 제1 구면 렌즈의 회전축과 광축이 이루는 각을 α로 하고, 상기 제2 구면 렌

즈의 회전축과 광축이 이루는 각을 β로 하고, 각각의 렌즈의 회전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회전 각도(θx, θy)로 하는 때에는,

상기 제2 구면 렌즈에 대해서 하기에 나타내는 각도(△θy)만큼 회전시키는 동시에,

공개특허 10-2005-0118173

- 17 -



상기 각도 변위 검출 수단에 의해서 검출되는 상기 각도 변위 정보에 근거하고, 상기 제2 구면 렌즈의 회전각(ψ)을 조정했

을 때에는, 상기 제1 구면 렌즈에 대해서,

로 표시되는 각도(△θx)만큼 회전시키고, 흔들림 보정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교환 렌즈의 광학 보정 수단은, 상기 광축과의 이루는 각(α과 β)이 동일하게 선택되었을 경우, 보정 회전각(△θx, △θy)을

하기의 식과 같이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렌즈의 광학 보정 수단은, 상기 광학 결상 수단에 구비된 시프트 렌즈이며, 상기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해서, 상

기 시프트 렌즈를 광축에 수직인 2 방향으로 변위시키므로, 상기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

메라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렌즈는, 상기 광학 결상 수단의 초점거리(f), 촬상 배율(k), 상기 시프트 렌즈의 최대 시프트 가능량(dmax), 편심

민감도(Sd)(f, k)로부터 보정 최대 각도(θmax)를

θmax=dmax·Sd(f, k)／{f(1＋k)}

에 의해서 산출하는 보정 최대 각도 산출 수단과,

상기 보정 최대 각도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보정 최대 각도(θmax)를 상기 카메라에 송신하는 제4 송신 수단을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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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피사체를 결상하는 광학 결상 수단을 가지는 교환 렌즈를 장착하는 카메라이며,

카메라의 자세에 관한 보정 각도 정보를 산출하는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과,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제1 송신 수단을 갖추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해당 카메라의 자세에 관한 각도 변위를 검출하는 각도 변위 검출 수단을 가지고,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은, 상기 각도 변위 검출 수단에 의해서 검출된 각도 변위로부터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산

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각도정보를 소정의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전송 신호 변환 수단

을 갖추고,

상기 제1 송신 수단은,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에 의해서 변환된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교환 렌즈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광학 보정 수단으로 보정 가능한 각도 변위인 보정 최대

각도 정보가, 상기 제1 송신 수단으로 송신 가능한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의 최대치가 되도록,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

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의 최소 전송 단위에 대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게인치로서 산출하

고,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으로 산출된 상기 게인치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제2 송신 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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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은, 상기 제1 송신 수단에 의해서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의 전송중에 있어서도, 새로운 게인치를

산출하고, 산출한 새로운 게인치에 근거해, 상기 보정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를 상기

소정의 전송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카메라의 제2 송신 수단은, 상기 전송 신호 변환 수단으로 산출된 상기 새로운 게인치를, 상기 교환 렌즈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9.

피사체를 결상하는 광학 결상 수단을 가지고, 소정의 카메라에 장착되는 교환렌즈이며,

상기 카메라로부터 송신되는 보정 각도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 수단에 의해서 수신된 상기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하고, 상기 카메라의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광학

보정 수단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 렌즈.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보정 수단으로 보정 가능한 각도 변위인 보정 최대 각도정보를 산출하는 보정 최대 각도 정보 산출 수단과,

상기 보정 최대 각도 정보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상기 보정 최대 각도 정보를 상기 카메라에 송신하는 제1 송신 수단

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 렌즈.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보정 수단은, 액체 봉입형의 꼭지각 가변 프리즘이며, 상기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해서, 꼭지각을 가변시키므로

상기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 렌즈.

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보정 수단은, 구면끼리 대향된 제1 구면 렌즈 및 제2 구면 렌즈로 이루어지는 꼭지각 가변 프리즘이며, 상기 보

정 각도 정보에 근거해서, 적어도 한편의 렌즈를 타편의 렌즈에 대해서, 상기 구면에 따라서 회전시키는 것으로, 상기 제1

구면 렌즈와, 상기 제2 구면 렌즈가 형성하는 꼭지각을 가변시키므로, 상기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교환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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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보정 수단은, 상기 각도 변위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되는 상기 각도 변위 정보에 근거해서, 상기 제1 구면 렌즈의

회전각(Φ)을 조정했을 때에, 상기 제1 구면 렌즈의 회전축과 광축이 이루는 각을 α로 하고, 상기 제2 구면 렌즈의 회전축

과 광축이 이루는 각을 β로 하고, 각각의 렌즈의 회전축에 수직인 면내에서 회전 각도(θx, θy)로 하는 때에는, 상기 제2 구

면 렌즈에 대해서 하기에 나타내는 각도(△θy)만큼 회전시키는 동시에,

상기 각도 변위 검출 수단에 의해서 검출되는 상기 각도 변위 정보에 근거하고, 상기 제2 구면 렌즈의 회전각(ψ)을 조정했

을 때에는, 상기 제1 구면 렌즈에 대해서,

로 표시되는 각도(△θx)만큼 회전시키고, 흔들림 보정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렌즈.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보정 수단은, 상기 광축과의 이루는 각(α과 β)이 동일하게 선택되었을 경우, 보정 회전각(△θx, △θy)를 하기의

식과 같이 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렌즈.

청구항 25.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보정 수단은, 상기 광학 결상 수단이 구비된 시프트 렌즈이며, 상기 보정 각도 정보에 근거해서, 상기 시프트 렌

즈를 광축에 수직인 2 방향으로 변위시키므로, 상기 각도 변위를 광학적으로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렌즈.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결상 수단의 초점거리(f), 촬상 배율(k), 상기 시프트 렌즈의 최대 시프트 가능량(dmax), 편심 민감도(Sd)(f, k)

로부터 보정 최대 각도(θma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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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max=dmax·Sd(f, k)／{f(1＋k)}

에 의해서 산출하는 보정 최대 각도 산출 수단과,

상기 보정 최대 각도 산출 수단에 의해서 산출된 보정 최대 각도(θmax)를 상기 카메라에 송신하는 제2 송신 수단을 가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렌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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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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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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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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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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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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