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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용 단말기의 소화면 표시장치 및 방법

요약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장치가,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타로 발생하는 카메라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데

이타를 표시 규격으로 처리하는 표시데이타 처리부와, 사진 모드시 표시데이타처리부의 영상데이타를 압축하여 사진

영상데이타를 발생하는 영상코덱과, 사진 모드시 표시데이타처리부의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으로 생성

하는 소화면처리부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

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사진 모드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를 

제어하여 영상데이타의 경로를 차단하고 영상코덱 및 소화면처리부를 구동하여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하며, 압축된 영상데이타 및 생성된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각각 사진 및 소화면으로 저장하는 제어

부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휴대용단말기, 카메라, 사진, 소화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의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서 신호처리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a 및 도 3b는 도 1에서 영상처리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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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a와 같은 영상처리부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4의 스케일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소화면 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또 다른 방법의 소화면 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소화면 생성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소화면 생성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소화면 표시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1a-11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소화면을 표시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2는 도 1에서 영상처리부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도 12와 같은 영상처리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소화면을 생성하는 제1실시예의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 14는 도 12와 같은 영상처리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소화면을 생성하는 제2실시예의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의 데이터 처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데이타 표시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휴대용 전화기는 음성 통신 기능 이외에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고 있다. 즉, IMT 2000 

규격의 이동통신 망을 구현하면, 상기 휴대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음성통신 이외에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패킷 데이터 및 영상데이타들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처리장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

비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는 CCD 센서나 CMOS 센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부는 LCD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메라 장치의 소형화에 따라 상기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는 점점 소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상기 카메라 

장치는 휴대용 단말기에도 장착되는 추세이다.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영상 화면을 촬영하여 동화상(moving picture) 

및 정지화상(still picture)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촬영된 화면을 기지국에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 영상신호는 표시부 상에 프레임 크기로 표시되며, 메모리에 저장되는 영상 데이터도 프레임 크기로 저장된다. 

이때 사용자가 상기 저장된 영상데이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기 프레임 크기의 영상데이타를 일일이 표시하면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데이타들을 소화면으로 구성하고, 영상데이타 확인시 복수개의 

소화면 데이터들을 표시부 상에 표시하면, 사용자는 영상데이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영상데이타의 소화면의 영상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

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사진찍기 기능 수행시 저장되는 사진 영상데이타와 함

께 대응되는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영상데이타를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영상화면을 소화면으로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데이타의 소화면 데이터를 생

성하여 저장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적어도 2개의 소화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장치가,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

타로 발생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데이타를 표시 규격으로 처리하는 표시데이타 처리부와, 사진 

모드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의 영상데이타를 압축하여 사진영상데이타를 발생하는 영상코덱과, 상기 사진 모드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의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으로 생성하는 소화면처리부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

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

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사진 모드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를 제어하여 영상데이타의 경로를 차단하고 상기

영상코덱 및 소화면처리부를 구동하여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하며, 상기 압축된 영상

데이타 및 생성된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각각 사진 및 소화면으로 저장하는 제어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타로 발생하는 카메라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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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이, 촬영모드시 상기 카메라에서 발생되는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데이타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상기 표시부의 제1표시영역 및 제2표시영역에 각각 전송하

여 동영상으로 표시하 는 과정과, 상기 촬영모드에서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하여 사진영상데이타를 생성하는 동시에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각각 저

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

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이, 통신모드시 수신되는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데이타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상기 

표시부의 제1표시영역 및 제2표시영역에 각각 전송하여 동영상으로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영상데이타를 표

시하는 과정에서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하여 사진

영상데이타를 생성하는 동시에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각각 저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진 영상데이타들 및 상기 사진영상데이타들에 각각 대응되는 소화면영상데이

타들을 저장하는 영상메모리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이, 소화면 표시모드시 상기 영상메모리에 저장중인 설정된 수의 소화면들을 상기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소화면 표시모드에서 제1이동키 발생시 선택된 위치의 소화면으로 커서를 이동하는 과정과, 상 기 소화

면 표시모드에서 제2이동키 발생시 상기 영상메모리에 저장중인 설정된 수의 다음 소화면들을 상기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소화면 표시모드에서 선택키 발생시 선택된 소화면에 대응되는 사진 영상데이타를 읽어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타로 발생하는 카메라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

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

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이, 촬영모드시 상기 카메라에서 발생되는 영상

데이타 및 사용자데이타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상기 표시부의 제1표시영역 및 제2표시영역에 각

각 전송하여 동영상으로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촬영모드에서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

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하여 사진영상데이타를 생성하는 동시에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각각 저장하는 과정과, 소화면 표시모드시 상기 영상메모리에 저장중인 설정된 수의 소화면들을 상기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며, 선택키 발생시 선택된 소화면에 대응되는 사진 영상데이타를 읽어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

성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 카메라의 영상신호의 전송속도, 영상신호 사이즈 및 표시부의 영상신호 사이즈, 소화면의 크기 등과 

같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또한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

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촬영모드라는 용어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신호를 획득하여 표시부에 표시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모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소화면이라는 용어는 프레임 영상신호를 축소하여 생성된 영상신호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또한 이동키라는 용어는 소화면이 표시되는 모드에서 소화면을 선택하기 위해 소화면을 이동시키는 키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또한 영상표시시 프리뷰(preview)라는 용어는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동화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사진모드라는 용어는 상기 프리뷰 상태에서 정지화상을 획득(capture)하고, 상기 획득된 

영상신호를 소화면으로 생성하는 모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영상을 촬영 및 표시하는 장치는 휴대용 전화기로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 및 방법은 휴대용 전화기 이외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표시하는 휴대용 통신장치에도 동

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영상처리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써, 휴대용 전화기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RF부21은 휴대용 전화기의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RF부21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

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변환하는 RF수신기등을 포함한다. 데

이터처리부23은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

기등을 구비한다. 즉, 상기 데이터 처리부23은 모뎀(MODEM) 및 코덱(CODEC)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오디오 처리부2

5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23에서 출력되는 수신 오디오신호를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로부터 발생되는 송신 오디오신

호를 상기 데이터 처리부23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키입력부27은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 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키들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키입력부2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프리뷰 모드를 수행하기 위한 촬영키, 프리뷰 모드에서 표시되는 영상데

이타를 사진으로 저장하기 위한 사진찍기 키, 표시되는 영상데이타의 소화면을 생성하여 저장하기 위한 소화면저장키

들을 구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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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30은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및 사진 영상데이타들을 저장하기 위한 영상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휴대용 전화기의 일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생성하여 메인화면 영상데이타 및 사진정보 등과 함께 저장하는 프로그램 및 상기 저장된 소화

면 영상데이타들을 표시하여 선택하는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는 상기 프로그램들

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영상메모리는 사진 영상데이타 

및 사진 영상데이타에 대응되는 소화면 영상데이타들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될 수 있다.

제어부10은 휴대용 전화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0은 상기 데이터처리부

23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키입력부27로부터 모드 설정 변경시 신

호처리부60을 제어하여 촬영모드를 설정하며, 상기 설정된 촬영모드에 따라 촬영된 영상데이타를 표시하도록 제어한

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생성하여 메인화면 영상데이타 및 사진정보 등과 함께 저장하는 프로

그램 및 상기 저장된 소화면 영상데이타들을 표시하여 선택하는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

모리에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제어한다.

카메라50은 영상 데이터를 촬영하며, 촬영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 센서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 센서는 CCD센서라 가정한다. 신호처리부60은 상기 카메라50으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이미지신호로 변

환한다. 여기서 상기 신호처리부60은 DSP(Digital Signal Processor: DSP)로 구현할 수 있다. 상기 신호처리부60은

카메라50에 일체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카메라50 및 영상처리부60을 분리하여 구

성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영상처리부70은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상기 영상처리부70은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수신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표시부80의 규격에 맞춰하는 전송하

며, 또한 상기 영상데이타를 압축 및 신장하는 수행한다.

표시부80은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80은 LC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부80은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CD를 터치스

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상기 키입력부27과 LCD는 입력부가 될 수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휴대용 전화기의 동작을 살펴보면, 발신시 사용자가 키입력부27을 통해 다이알링 동작을 수행

한 후 발신모드를 설정하면, 상기 제어부10은 이를 감지하고 데이터처리부23을 통해 수신되는 다이알정보를 처리한 

후 RF부21을 통해 RF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후 상대 가입자가 응답신호를 발생하면, 상기 RF부21 및 데이터

처리부23을 통해 이를 감지한다. 이후 사용자는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또한 착신모드시 상기 제어부10은 데이터처리부23을 통해 착신모드임을 감지하고,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링신호를 발생한다. 이후 사용자가 응답하면 상기 제어부10은 이를 감지하고, 역시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

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발신 및 착신모드에서는 음성통신을 예로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음성 통신 이외에 패킷 데이터 및 영상데이타를 통신하는 데이터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모드 

또는 문자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10 은 데이터처리부23을 통해 처리되는 문자데이타를 표시부80 상에 

표시한다.

또한 상기 휴대용 전화기는 인물 또는 주변 환경을 촬영하여 영상화면으로 표시 또는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

다. 먼저 카메라50은 휴대용 전화기에 장착되거나 또는 외부의 소정 위치에 연결될 수 있다. 즉, 상기 카메라50은 외

장형 또는 내장형 카메라일 수 있다. 상기 카메라50은 CCD(Charge Coupled Device) 센서 또는 CMOS센서를 사용

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50에 촬영되는 영상은 내부의 CCD 센서에서 전기적신호로 변환된 후 신호처리부60에 인가

된다. 그러면 상기 신호처리부60은 상기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영상처리부70에 출력한다.

도 2는 상기 도 1의 신호처리부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아날로그처리부211은 상기 카메라50의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입력하며,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영상신호의 증폭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날로그/디지털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 ADC)213은 상기 아날로그처리부211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출력한

다. 여기서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213은 8비트 ADC가 될 수 있다. 이미지 처리부215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213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기 디지털 영상데이타를 YUV 또는 RGB 데이터로 변환 출력한다. 상기 영상데이타

발생기215는 내부에 라인메모리(line memory) 또는 프레임 메모리를 구비하여 상기 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라인 또

는 프레임 단위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이트 밸런스 제어기(white balance controller)217은 빛의 기준점(w

hite balance)를 맞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득제어기(Automatic Gain Controller)219은 영상신호의 이득을 제어하

기 위한 이득제어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발생되는 이득제어신호를 상기 아날로그처리부211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레지스터223은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제어데이터들을 저장한다. PLL225은 신호처리부6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클럭을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타이밍제어기221은 상기 PLL225에서 출력되는 기준클럭을 입력하며, 

신호처리부6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타이밍 제어신호들을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신호처리부60의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카메라50은 CCD 센서를 구비하며, 영상 촬영에 따른 광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아날로그처리부(analog processing unit)211은 상기 카메라로부터 수신되

는 광신호를 처리한다. 또한 상기 아날로그처리부211은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영상신호의 이득을 제어한다. 아

날로그/디지탈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 ADC)213은 상기 아날로그처리부211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영

상신호를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 출력한다. 영상데이타발생기215는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며,

상기 디지털 영상데이타를 RGB 또는 YUV의 영상데이타로 변환 출력한다. 상기 영상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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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위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라인 메모리(line memory) 또는 프레임 단위의 영상데이타를 저장하는 프레임(fr

ame memory)로 구현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라인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영상데이타발생기215는 상기 디지털 영상데이타를 YUV 데이터로 변환한다고 가정한다.

화이트밸런스제어기(white balance controller)217은 촬영되는 영상신호의 기준점(white balance)를 조절하는 제어

신호발생하며, 이에 따라 영상데이타발생기215는 처리되는 영상데이타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한다. 이득제어기(aut

omatic gain controller: AGC)219는 상기 CCD 제어신호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신호의 이득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아날로그처리부211에 인가한다. 레지스터223은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제어데이타를 저장한다

. PLL(Phase Locked Loop)225는 신호처리부60에서 사용되는 기본클럭을 발생한다. 타이밍제어기(timing generat

or)221은 상기 PLL225에서 출력되는 기준클럭에 의해 상기 신호처리부60의 각종 제어신호들을 발생한다.

도 3a 및 도 3b는 상기 영상처리부50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영상처리부70은 상기 신호처리부60과 표시

부70간에 영상신호를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된 영상데이타를 상기 표시부80

의 크기에 맞도록 조정하며, 또한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된 영상데이타가 표시부80에서 표시되는 영상데이타의 색

상 규격에 맞도록 변환한다.

도 3a를 참조하면, 카메라인터페이스311은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는 YUV 포맷의 영상데이터이며, 표시부80은 RGB 포

맷의 영상데이타를 표시한다고 가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가 Y

UV211(16bit)포맷으로써, CIF(352×288) 사이즈로 고정된다고 가정하며, 표시부80은 RGB 포맷으로써 128*112 

사이즈라고 가정한다.

스케일러313은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표시부

80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스케일링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카메라50에서 발생하는 영상신호의 픽셀수는 CIF사

이즈(352×288)이며,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의 픽셀 수는 128×112 또는 128×96이다. 따라서 

상기 스케일러313은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 픽셀들을 표시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의 픽셀

수로 축소 및 크러핑한다. 그러나 상기 표시부80이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의 사이즈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영상데이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상기 스케일러313은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

되는 영상신호를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상기 확대 표시 방법은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영

상신호에서 표시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픽셀수 만큼 선택하여 표시하면 된다.

색변환부315는 상기 스케일러313에서 출력되는 YUV 데이터를 RGB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50이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RGB 포맷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상기 표시부80이 YUV 포맷의 영상데이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기 색변환부315의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LCD 인터페이스317은 상기 표시부80에 영상데이타를 인터페이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LCD 인터페이

스부317은 내부에 버퍼를 구비하여 상기 LCD인터페이스317에서 표시부80과 인터페이싱되는 영상데이타를 버퍼링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영상코덱350은 상기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영상 압축하거나 또는 압축된 영상데이타를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영상코덱350은 JPEG 코덱이라고 가정한다.

소화면처리부360은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상기 촬영되는 데이터를 소화면의 영상데이타로 생성하여 상기 제어

부10에 전송한다. 상기 소화면처리부360은 상기 사진찍기 명령이 발생되면 사진으로 등록되는 영상데이타를 입력하

여 소화면의 영상데이타로 생성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영상데이타를 소화면

의 영상데이타로 생성할 수 있다.

상기 제어인터페이스321은 상기 영상처리부70 및 제어부10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상기 표시부80

과 제어부10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제어인터페이스321은 상기 제어부10과 영상처리부70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선택기319는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경로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또는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표시부80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제1경로제어신호는 상기 

영상처리부70과 표시부80 간의 버스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의미하며, 제2경로제어신호는 상기 제어부10과 표시부

80 간의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이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선택기319를 통해 상기 표시부80이 양방향 통

신을 수행할 수 있다.

도 3b는 상기 도 3a와 같은 구성에서 색변환부315가 카메라311과 스케일러313 사이에 연결된 구성 이외에는 상기 

도 3a와 같으며, 또한 동작도 상기 도 3a와 동일하다.

상기 카메라50에서 획득한 영상데이타를 표시부80에 전송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영상처리부70은 상기 카메라5

0에서 촬영되는 동영상데이타의 전송율을 제어하며, 입력되는 영상데이타를 그대로 LCD인터페이스317을 통해 표시

부80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50으로부터 출력되는 1프레임의 영상데이타 크기는 CIF(352×288)

이며, 상기 표시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1프레임 영상데이타의 화소수(128×112 또는 128×96)에 대응시키기 위해

축소처리 및 부분 절출 (크러핑)을 수행하다. 따라서 영상처리부70의 스케일러313은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의 화소수를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할 수 있도록 상기 화소들 증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기 화소들의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표시(zooming)할 수 있다. 상기 영상데이터의 전송율은 마스터 클럭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결정한

다. 그러나 카메라50, 영상처리부70 및 표시부80으로의 영상신호 흐름은 상기 표시부80의 억세스 속도에 의해 제한

된다. 따라서 상기 카메라50로부터의 독출 속도(read speed)와 상기 표시부80으로 기록속도(write speed)를 조정하

기 위해 상기 LCD인터페이스317은 버퍼를 구비하여 일시적으로 버퍼링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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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표시부80에서 동영상 화면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표시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캡쳐하여 저장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키입력부27의 사진찍기키를 이용하여 표시되는 영상화

면을 사진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사진찍기 명령이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영상처리부70의 동작을 중단

시켜 상기 표시부80에 표시되는 영상화면을 정지화면으로 재생하고 영상코덱350을 구동한다. 그러면 상기 영상코덱

350은 상기 표시중인 영상화면의 1프레임 영상데이타를 입력하게 되며, 입력되는 영상데이타를 JPEG 포맷으로 부호

화하여 제어인터페이스부321에 출력한다. 그리고 제어부10은 상기 수신되는 압축된 영상데이타를 메모리30에 사진

으로 저장한다. 또한 상기 사진찍기 기능이 수행되면, 상기 제어부10은 소화면처리부360을 동시에 구동하여 상기 선

택된 사진의 소화면을 생성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키입력부27에서 소화면키가 입력되면 상기

표시부80에 표시되고 있는 화면의 영상데이타를 소화면처리부360에 인가되도록 제어하여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발

생시킨후, 이를 메모리30에 저장한다.

도 4는 상기 도 3a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영상처리부70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처리부70은 상기 신호처리부60과 표시부80간에 영상신호를 인터페이스하는 동시에

상기 카메라50으로부터 입력되는 메인 화면의 영상신호를 JPEC 포맷으로 압축 및 신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압축되는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의 화소들 및 라인들을 데시메이션(decimation) 및 크러핑(cropping)하여 소화

면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처리부70은 기능적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표시데이타처리부는 카메라 인터페이스(이하 CCD 인터페이스라 칭함)311, 스케일러(scaler)315, 변환기315, 표시

인터페이스(이하 LCD 인터페이스라 칭함)317 및 제1라인버퍼318들로 구성된다.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는 상기 카

메라50 및 표시부80 간의 영상신호를 인터페이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1

화면의 영상데이타의 픽셀수와 상기 표시부80 상에서 표시되는 1화면의 영상데이타의 픽셀수가 다르다. 따라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는 상기 카메라50과 표시부80 간의 영상데이타를 인터페이싱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는 상기 신호처리부60으로부터 출력되는 YUV211(또는 422) 포맷 16비트의 

영상 데이터를 스케일링 처리하여 128×112 또는 128×96 사이즈로 축소 및 크러핑(상하 좌우단의 절취)을 수행하

며, 상기 처리된 영상데이타를 RGB444 포맷으로 변환하여 표시부80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에서 CCD 인터페이스311은 신호처리부60으로부터 YUV211(16bit)포맷 화상 및 동기 신호(

HREF, VREF)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HREF는 수평유효기간플래그로써, 라인동기신호로 사용된다. 

상기 HREF는 상기 신호처리부60의 영상데이타발생기215에 위치되는 라인메모리에 저장된 영상데이타를 라인 단위

로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이다. 그리고 상기 VREF는 수직유효기간플래그로써 프레임 동기신호로 사용된다. 상

기 VERF는 카메라50에서 촬영한 영상데이타를 처리하는 상기 신호처리부60이 송출 가능하게 하는 신호로 사용된다

.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에서 LCD인터페이스317은 상기 제어부10 및 표시데이타처리부의 영상데이타를 상기 선택기

319의 절환에 의해 억세스할 수 있다. 여기서 CD[15:0]은 데이터 버스로써 상기 표시부80으로부터의 데이터 리드(L

RD 어서트시) 이외에는 방향은 출력으로 설정된다. LA는 어드레스신호이며. CS는 표시부80의 선택신호이고, WR은 

라이트신호이며, RD는 리드신호이다.

영상코덱350은 라인버퍼인터페이스325, 제2라인버퍼327, JPEG픽셀 인터페이스329, JPEG제어기331, JPEG코어버

스 인터페이스333 및 코드버퍼335로 구성된다. 상기 영상코덱350은 JPEG 코덱이 될 수 있다. 상기 영상코덱350은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JPEG 압축하여 부호화된 데이터로 상기 제어부10에 출력하거나 또

는 상기 제어부10으로부터 입력되는 부호화 데이터를 JPEG 신장하여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영상코덱350은 상기 CCD인터페이스311로부터 입력된 YUV211(또는 422) 포맷

의 화상 데이터(CIF 사이즈) 또는 스케일링 및 크러핑 처리된 128×112 또는128×96사이즈의 화상 데이터를 JPEG 

압축하여 부호데이터를 출력하며, 또한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되는 부호데이터를 JPEG 신장하여 화상 처리부

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영상코덱350의 동작을 살펴본다.

라인버퍼인터페이스325는 상기 CCD인터페이스311에서 출력되는 YUV 211 포맷의 영상데이터를 제2라인버퍼327

에 인가하며, 상기 제2라인버퍼327은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를 라인단위로 버퍼링한다. 그리고 JPEG 픽셀인터페이스

329는 상기 제2라인버퍼327에서 저장된 라인 단위의 영상데이타를 JPEG제어기331에 전달한다. 그러면 상기 JPEG

제어기331은 상기 수신된 영상데이타를 압축하여 버스인터페이스333 출력한다. 또한 상기 JPEG331은 상기 JPEG

제어기의 버스인터페이스333에서 수신되 는 압축된 영상데이타를 신장하여 픽셀인터페이스329에 출력한다. 상기 버

스인터페이스333은 JEPG제어기331과 JPEG부호버퍼335 간의 인터페이싱을 수행한다. 상기 JPEG부호버퍼335는 

상기 JPEG제어기331과 제어인터페이스321을 통해 제어기10에서 출력되는 JPEG 영상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부10이 상기 JPEG 부호버퍼335의 억세스 동작을 살펴본다.

상기 부호버퍼335는 영상처리부70의 JPEG부호 데이터용 버퍼로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상기 메모리는 상기 JP

EG제어기331이 인코드모드를 수행할 때 압축 부호화된 영상데이타의 출력용 버퍼로서 사용되고, 상기 JPEG제어기

331이 디코드 모드를 수행할 때에는 JPEG 압축된 영상 데이터의 입력용 버퍼로서 사용된다. 상기 부호버퍼335로의 

억세스는 상기 JPEG제어기331과 제어부10이 배타적으로 수행한다. 즉, 상기 JPEG제어기331이 인코드모드 및 디코

드모드로 동작중인 경우에는 상기 제어부10이 억세스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기 부호버퍼335의 억세스권의 선택은 

제어부10이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영상처리부70의 내부 레지스터에 제어 커맨드를 발생시켜 상기 부호버

퍼335에의 억세스권을 제어부10 도는 JPEG제어기331로 절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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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10은 상기 JPEG 인코드 개시 전에 JPEG제어기331로 버퍼 억세스권을 절환한 후 JPEG의 인코드를 개시

합니다. 이후 CCD 인터페이스311의 VREF 발생으로 영상신호가 입력되고, 상기 JPEG제어기331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데이타의 JPEG 인코드를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JPEG 인코드가 종료되면, 상기 부호버퍼335의 억세스권을 제

어부10으로 절환하고 상기 부호버퍼335의 내용을 버퍼 선두(어드 레스 0)부터 영상처리부70의 내부 레지스트 엔트

리를 통해 16비트 단위로 독출합니다.

디코드 모드에서 상기 제어부10은 부호버퍼335의 선두(어드레스 0)부터 JPEG부호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JPEG 

부호 데이터의 저장은 상기 영상처리부70의 레지스트 엔트리를 통해 16비트 단위로 실시한다. 1화면(1프레임) 분의 

JPEG 부호화 데이터를 상기 부호버퍼335에 저장을 완료하면, 상기 부호버퍼335의 억세스권을 JPEG 제어기331로 

절환한 후 JPEG 디코드를 개시한다.

상기 디코드 모드에서는 표시부80으로의 화상출력 패스를 JPEG 출력으로 절환시켜야 하며, 또한 상기 표시부80으로

의 패스 출력권을 영상처리부70 측으로 절환시켜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시부80의 레지스터 설정도 상기 영상처

리부70으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표시부80의 메모리에 기입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어야 한다. 상기 부호버퍼335는 

1화면 분의 JPEG 부호를 버퍼하기 위해 사용한다.

소화면처리부360은 화면조정기(thumbnail resizer)337 및 소화면버퍼(thumbnail buffer)339로 구성된다. 상기 소

화면처리부360은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소화면으로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에서 출력되는 128×112 또는 128×96사이즈의 화상 데이터를 4

0 ×40사이즈의 화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소화면을 생성하는 동작을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먼저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스케일러313에서 스케일링된 표시화면의 영상데이타들이 도 6의 611과 같이 상기 

128×112 화소들로 이루어진 경우, 상기 소화면조정기337은 도 6의 613과 같이 상기 표시화면의 좌우단을 각각 14 

화소씩 절취하고, 상하단을 각각 6라인 절취하여 100×100화상으로 생성하며, 이후 상기 도 6의 613과 같은 화면 영

상데이타를 상기 5 to 2 pull-down 방식의 축출에 의해 도 6의 615와 같이 40×40의 영상데이타로 이루어지는 소화

면(thumbnail screen)으로 만든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스케일러313에서 스케일링된 표시화면의 영상데이타들이 도 7의 711과 같이 128×96 

화소들로 표시 화면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 소화면조정기337은 상기 도 7의 713과 같이 상기 표시 화면의 좌우단에

서 각각 14화소 절취한다. 따라서 상기 100X96의 화소들로 화면이 구성된다. 이때 상기 표시화면의 라인 수가 100라

인에 미치지 못하므로, 상기 소화면조정기337은 축출처리로 부족한 2라인(상하 각 1라인)을 검은 라인으로 출력한 

후, 상기 5 to 2 pull-down 방식의 축출에 의해 도 7의 715와 같은 40×40의 화소들로 이루어진 소화면 화상으로 만

든다.

상기 제어인터페이스321은 상기 영상처리부70 및 제어부10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상기 표시부80

과 제어부10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제어인터페이스321은 상기 제어부10과 영상처리부70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제어인터페이스321은 상기 영상처리부70의 내부의 레지스터 억세스 및 JPEG 부

호 버퍼335, 소화면버퍼339의 억세스, 그리고 영상처리부70을 통 해 표시부80을 억세스하기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

이다. D[15:0]는 데이터 버스이고, A[1:0]은 어드레스 버스이며, CS는 영상처리부70 및 표시부80의 선택신호이다. 

그리고 WR은 라이트 신호이고, RD는 리드 신호이며, SEL은 선택기319의 경로제어신호이다.

선택기319는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경로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또는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표시부80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제1경로제어신호는 상기 

영상처리부70과 표시부80 간의 버스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의미하며, 제2경로제어신호는 상기 제어부10과 표시부

80 간의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이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선택기319를 통해 상기 표시부80가 양방향 통

신을 수행할 수 있다.

I2C인터페이스323은 상기 제어부10이 신호처리부60을 직접 억세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I2C 인터페이스

323은 상기 신호처리부60을 제어하는 마스터로써, 상기 제어부10은 I2C를 의식하지 않고 통상의 레지스터 라이트/

리드와 마찬가지로 상기 신호처리부60을 억세스할 수 있다. 상기 I2C인터페이스323에서 SDA는 상기 신호처리부60

과 주고받는 CCD모듈용 I2C 데이터이다. 그리고 SCL은 CCD 모듈용 I2C 클럭이다.

상기 도 4의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의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CCD인터페이스311은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출력되

는 영상데이타를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데이타 YUV211(16bit)포맷으로써, CIF(352×2

88) 사이즈로 고정된다. 스케일러3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표시부80 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스케일링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카메

라50에서 발생하는 영상신호의 픽셀수는 CIF사이즈(352×288)이며,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의 픽

셀 수는 128×112 또는 128×96이다. 따라서 상기 스케일러는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 픽셀들을 표시

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의 픽셀 수로 축소 및 크러핑한다. 또한 상기 스케일러313은 상기 제어부10의 제

어하에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기 확대 표시 방법은 상기 카메라50에

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서 표시부50에서 표시할 수 있는 픽셀수 만큼 선택하여 표시하면 된다. 변환기315는 상기 스

케일러313에서 출력되는 YUV 데이터를 RGB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LCD 인터페이스317은 상기 표시부80에

영상데이타를 인터페이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제1라인버퍼318은 상기 LCD인터페이스317에서 표시부80과 인터

페이싱되는 영상데이타를 버퍼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에서 카메라50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capture)하는 동작과 표시하는 동작을 살펴본다.

먼저 상기 카메라50에서 획득한 영상데이타를 표시부80에 전송하는 동작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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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처리부70은 상기 신호처리부60으로부터 출력되는 영상데이타의 전송율을 제어하며, 입력되는 영상데이타

를 그대로 LCD인터페이스317을 통해 표시부80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여기서 상기 CCD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의 크기는 CIF(352×288)이며, 상기 표시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필요 화소수(128×112 또는 128×96)에 대응

시키기 위해 축소처리 및 부분 절출 (크러핑)을 수행하다. 따라서 영상처리부70의 스케일러313은 상기 신호처리부60

에서 출력되는 화소들을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할 수 있도록 상기 화소들 증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기 화소들의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표시(zooming)할 수 있다. 상기 영상데이터의 전송율은 마스터 클럭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결정한

다. 그러나 신호처리부60, 영상처리부70 및 표시부80으로의 영상신호 흐름은 상기 표시부80의 억세스 속도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상기 신호처리부60으로부터 영상신호 독출 속도(read speed)와 상기 표시부80으로 기록속도(writ

e speed)를 조정하기 위해 상기 LCD인터페이스317은 제1라인버퍼318을 통해 일시적으로 버퍼링을 수행한다.

또한 스케일러313은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에서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신호의 크기를 상기 표시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의 크기로 스케일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되는 1프레임의 영상신호의 

화소수와 표시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1프레임 영상신호의 화소수가 다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카메라

에서 촬영하는 1프레임의 화소수가 상기 표시부80 상에 표시되는 1프레임의 화소수보다 큰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된 1프레임의 화소수를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할 수 있는 1프레임의 화소수로

축소(제거: decimation)하거나 또는 상기 촬영된 1프레임의 적정 화소수를 설정하여 표시부80에 표시하는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해상도(resolution)는 저하될 수 있으나 촬영된 영상크기 그대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후

자의 경우 촬영된 영상의 크기에서 일부 구간의 화소들을 선택하게 되므로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화면을 확대(zoomin

g)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역으로 상기 표시부80에서 표시할 수 있는 1프레임의 화소수가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하는 1프레임의 화소수

보다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카메라50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들에 화소들을 보간(interpolation)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보간은 화소들 간에 중간 값을 가지는 화소들을 보간하고 라인들 간에도 중간 값을 가지는 화소

들을 보간하는 방식으로 영상신호의 화소들을 보간할 수 있다.

먼저 상기 원래의 영상을 축소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상기한 바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신호처리부60으로부터 출력되는 CIF 영상(352×288 화소)을 표시부80의

표시영역에 삽입하기 위해 상기 표시부80에서 전송할 때에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축소처리한다.

하기 <표 1>은 스캐일러313을 제어하게 위한 줌비(zoom ratio) 설정 커맨드이다. 하기 <표 1>과 같이 상기 수직/수

평 줌비 설정용 커맨드는 1 워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기 스케일러313은 수평방향은 직선 보간필터, 수

직방향은 축출처리를 수행하는 구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수평 및 수직 모두 1/256 ~ 256/25

6의 256단계로 설정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표 1]

SCALE 파라미터(R/W)

A[1:0] D[15:8] D[7:0] Default

3h H_SCALE[7:0] V_SCALE[7:0] 6464h

상기 <표 1>에서 H_SCALE은 H방향의 스케일링 비율 설정용 파라미터로써, 스케일 비율=(H_SCALE+1)/256이 된

다. 그리고 V_SCALE : V방향의 스케일 비율 설정용 파라미터로써, 스케일 비율=(V_SCALE+1)/256이 된다. 예를들

면 H_SCALE=V_SCALE=150인 경우에는 (150+1)/256=0.5898이 되며, 이런 경우 원래의 영상신호(CIF:352×288

)에 대해 ×0.5898의 축소처리를 실시한다.

두 번째로 원래의 영상신호에서 상기 표시부80의 표시 영역에 대응되는 화소들을 선택하여 줌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

을 살펴본다. 이런 경우 수평 및 수직의 유효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하기 <표 2>는 수평구간의 유효구간을 설정하는 H방향 표시개시위치/유효표시기간 설정 커맨드(HRANG 커맨드)이

다. 상기 표시개시위치/유효표시기간 설정용 커맨드는 1워드(word)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한다. 하기 <표 2>와 같은 

커맨드 파라미터에 의해 스케일링을 한 후, 이 데이터로부터 표시부80의 표시 크기에 맞게 H방향의 크러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 2]

HRANG 파라미터(R/W)

A[1:0] D[15:8] D[7:0] Default

3h H_ST[7:0] H_VAL[7:0] 240h

상기 <표 2>에서 H_ST는 H방향 표시개시위치 설정용 파라미터이며, H_VAL은 H방향 유효표시기간 설정용 파라미

터이다. 상기 H_ST, H_VAL 모두 설정값×2가 실제의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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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표 3>은 수직구간의 유교구간을 설정하는 V방향 표시개시위치/유효표시기간설정 커맨드( VRANG 커맨드)이

다. 상기 표시개시위치/유효표시기간 설정용 커맨드는 1 워드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한다. 상기 커맨드 파라미터에 의

해 스케일링한 후, 이 데이터로부터 표시부80의 표시 크기에 맞게 V방향의 크러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 3]

VRANG 파라미터(R/W)

A[1:0] D[15:8] D[7:0] Default

3h H_ST[7:0] H_VAL[7:0] 0038h

상기 <표 3>에서 V_ST는 V방향 표시개시위치 설정용 파라미터이며, V_VAL은 V방향 유효표시기간 설정용 파라미

터이다. 상기 V_ST 및 V_VAL 모두 설정값×2가 실제의 값이 된다.

따라서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도 5의 511과 같은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경우, 상기 <표 2>와 같은 수평유효구간 및 

<표 3>과 같은 수직유효구간을 설정하면 도 5의 513과 같이 스케일링된 화상이 생성되며, 상기 스케일링된 화상을 

크러핑하여 도 5의 515와 같은 표시 영상데이타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카메라50에서 촬영되는 1화면의 영상신호와 표시부80에서 표시하는 1화면의 영상

신호의 크기가 상이할 때, 제어부10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카메라50의 영상신호의 화소를 축소하여 상기 표

시부80에 전체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제1스케일제어신호 또는 상기 카메라50의 영상신호의 소정 영역을 선택하여 상

기 표시부80에 줌 화면으로 표시하기 위한 제2스케일제어신호를 발생한다. 그러면 상기 스케일러313은 상기 제1스

케일제어신호 또는 제2스케일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카메라5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의 화소를 축소 또는 영상신호

의 특정 위치의 영상신호들(표시부에 표시할 수 있는 화면 크기의 화소들)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상기 카메라 50은 휴대용 전화기에 장착된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카메라50으로 획득되는 영상신호로부터 소화면을 생성하여 메인화면의 영상데

이타와 함께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영상을 촬영하여 표시부80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키입력부27을 통해 카메라50을

구동하기 위한 키 데이터를 발생한다. 이때 상기 촬영모드를 구동하는 키는 키입력부27의 네비게이션 키(navigation 

key) 상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메뉴 키를 이용하여 메뉴로 표시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촬영모드가 선택

되면, 상기 제어부10은 811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813단계 및 815단계에서 표시데이타를 경로를 제어하면서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 및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한다. 이때 상기 표시부80의 영역81에는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화면 영상데이타가 표시되며, 상기 영

역82 및 83에는 현재의 시간, 수신감도, 배터리 잔량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촬영모드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각종 모드들을 표시하는 메뉴 등을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들이 표시된다.

상기 815단계는 프리뷰 화면을 표시하는 상태로써, 카메라50으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신호가 동영상으로 표시되고 및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타가 표시되는 상태이다. 그리고 상기 JPEG제어기331은 상기 표시되는 메인화

면의 영상데이타를 JPEG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버퍼335에 저장하고, 상기 소화면조정기337은 상기 스케일러313에

서 스케일링 처리된 표시화면 데이터를 도 6 또는 도 7과 같은 방식으로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소화면버퍼339에

저장한다.

상기와 같이 표시부80 상에 프리뷰 영상이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는 표시되는 동영상을 확인하여 특정 시점에서 

정지화상을 획득하기 위한 사진모드 명령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사진모드 명령은 상기 키입력부27 상에 특정 기능

키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표시부80의 영역83에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상기 사진

모드 명령이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81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819단계에서 상기 영상처리부70을 제어하여 

현재 표시되는 영상화면을 정지화상으로 캡쳐하여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821단계에서

상기 부호버퍼335에 저장된 정지화면의 JPEG 압축 부호화된 메인화면의 영상 데이터 및 상기 소화면버퍼339에 저

장된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읽어 저장한다. 이후 저장된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에 대응되는 정

보의 입력을 대기한다. 이때 상기 정보는 정지화면의 이름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정지화면의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0은 823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825단계에서 상기 화면 정보,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

들을 메모리30에 저장한 후 상기 811단계로 되돌아간다.

상기 도 8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면,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카메라50으로부터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로 생성하고, 상기 메모리30에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소화면 영상데이타 및 상기 화면의 이름 및

촬영일자 등을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로부터 소화면을 생성하여 메인화면의 영

상데이타와 함께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통신모드에서 영상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0은 911단계 및 913단계에서 이를 감지하

고, 915단계에서 상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 데이터들을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으로

부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는 JPEG 포맷으로 압축 부호화된 영상데이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어부80은 상기 수신

된 데이터를 메모리216에 저장하고, 상기 JPEG 부호버퍼335에 이를 저장하고 상기 JPEG 제어기331을 구동시키고,

상기 선택기319를 제어하여 상기 영상처리부70의 출력을 상기 표시부80에 전송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어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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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기 JPEG 제어기331은 상기 부호버퍼335에 저장된 JPEG 영상데이타를 신장 복호한 후 이를 스케일러313에 인

가한다. 그리고 상기 스케일러313에서 스케일링된 영상데이타가 상기 표시부80에 전송되어 표시된다. 그러면 상기 

표시부80의 영역81에는 상기 수신된 영상데이타가 표시되며, 상기 영역82 및 83에는 현재의 시간, 수신감도, 배터리

잔량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촬영모드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각종 모드들을 표시하는 메뉴 등을 표시하기 위

한 사용자 데이터들이 표시된다. 또한 상기 소화면조정기337은 상기 스케일러313에서 스케일링 처리된 표시화면 데

이터를 도 6 또는 도 7과 같은 방식으로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소화면버퍼339에 저장한다.

상기와 같이 표시부80 상에 수신된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 데이터가 도 11a와 같이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진모드 명령

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사진모드 명령은 상기 키입력부27 상에 특정 기능키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표

시부80의 영역83에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상기 사진모드 명령이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91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919단계에서 상기 소화면버퍼339에 저장된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읽어 저장한다. 이후 

저장된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에 대응되는 정보의 입력을 대기한다. 이때 상기 정보는 정지화

면의 이름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표시 화면의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0은 921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923단

계에서 상기 화면 정보,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들을 메모리30에 저장한 후 상기 911단계로 되

돌아간다.

상기 도 9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면,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를 저장 및 표시하고, 

상기 표시되는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를 소화면 영상데이타로 생성하며, 이후 상기 메모리30에 메인화면의 영상데이

타, 소화면 영상데이타 및 상기 화면의 이름 및 촬영일자 등을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도 10은 상기 도 8 및 도 9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생성된 소화면 영상데이타들을 표시하여 메인화면을 선택하는 과

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메모리30에 저장된 소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11단

계 및 113단계를 통해 이를 감지하고, 115단계에서 상기 메모리30에 저장된 N개의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억세스하여

상기 표시부80에 전송한다. 즉, 상기 소화면 표시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복수개의 소화면들을 억세스하여

상기 표시부80에 동시에 표시한다. 도 11b는 상기 소화면 표시모드에서 표시되는 소화면들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으

며, N이 6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이때 상기 표시부80은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역 81에는 N개의 소화면들

이 표시되고, 영역82에는 시간 등의 사용자 정보들이 표시되며, 영역 83에는 소화면 선택을 위한 메뉴들이 표시될 수

있다.

상기 도 11b와 같이 소화면 영상데이타들이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는 특정 소화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제1이동키(예를들면 네비게이션키)를 이용하여 상기 표시부80 상의 특정 소화면 위치에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제2이동키를 이용하여 현재 표시되고 있는 다음의 N개 소화면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제1이동키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17단계 및 119단계를 통해 표시부80을 제어하여 선택된 소화

면의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키며, 상기 제2이동키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21단계 및 123단계를 통해 상기 메

모리30에 저장된 다음의 N개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선택한 후 표시부80을 통해 표시한다.

싱기와 같이 제1 및 제2이동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소화면을 선택한 후, 선택키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25단계

에서 이를 감지하고, 127단계에서 상기 선 택된 소화면 영상데이타에 대응되는 메인화면 데이터 및 화면 정보를 상기

메모리30로부터 억세스한 후, 상기 억세스한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화면 정보를 상기 표시부80에 인가한다. 그

러면 상기 메인 화면의 영상데이타는 상기 영상처리부70을 통해 표시부80에 전달되어 영역81에 표시되며, 영역83에

서 상기 표시되는 화면의 정보가 표시된다. 상기와 같이 소화면들을 이용하여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를 선택하여 표

시하는 상태에서 종료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2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리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카메라 또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를 표시부에 표시할 때 표시되는 메인 화면의 소

화면 영상데이타를 생성하며, 상기 소화면 및 메인 화면의 영상데이타에 정보를 입력하여 화면 영상데이타들과 함께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때 상기 소화면 및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들 및 화면의 정보들은 서로 대응되도록 메모리에 저

장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소화면 표시모드를 선택하면, 복수개의 소화면들을 억세스하여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 중인 소화면들 중에서 원하는 소화면을 선택하면 상기 소화면에 대응되는 메인화면의 영상

데이타 및 화면정보들을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한다. 따라서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저장된 영상데이

타들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도 12 - 도 14는 본 발명의 또 실시예에 따른 소화면 생성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3a 및 도 3b는 영상처리부70이 소화면처리부360을 구비하며, 상기 소화면처리부360은 사진찍기 모드에서 

선택된 사진 영상데이타에 대응되는 소화면 을 생성한다. 그러나 상기 소화면처리부360을 구비하지 않는 휴대용 단

말기의 경우에도 소화면 데이터를 생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도 12는 상기 소화면처리부360을 구비하지 않는 영상처

리부70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즉, 상기 도 4는 영상처리부70에서 소화면을 처리하고 있지만, 도 12는 상기 도 4와

같은 영상처리부70 내에서 소화면처리부360인 소화면조정기337 및 소화면버퍼339을 제거하고 제어부10이 소화면

을 생성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따라서 상기 도 12의 구성은 도 4에서 상기 소화면처리부360의 구성을 

제외한 구성을 가지며, 동작도 상기 도 4에서와 같다.

도 13은 상기 도 12와 같은 영상처리부 구성을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소화면을 생성하는 제1실시예의 절차를 도

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영상을 촬영하여 표시부80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키입력부27을 통해 카메라50

을 구동하기 위한 키 데이터를 발생한다. 상기 촬영모드가 선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311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1313단계 및 1315단계에서 표시하고자 영상데이타를 경로를 제어하면서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

이타 및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들을 수신하여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한다. 이때 상기 표시부80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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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에는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화면 영상데이타가 표시되며, 상기 영역82 및 83에는 사용자 데이터 및 모

드 정보들이 표시된다.

상기 1315단계는 프리뷰 화면을 표시하는 상태로써, 카메라50으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신호가 동영상으로 표시되고 

및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타가 표시되는 상태이다. 그리고 상기 JPEG제어기331은 상기 표시되는 메인

화면의 영상데이타를 JPEG 방식으로 압축 부호화하여 부호버퍼335에 저장한다.

상기와 같이 표시부80 상에 프리뷰 영상이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용자는 표시되는 동영상을 확인하여 특정 시점에서 

정지화상을 획득하기 위한 사진모드 명령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사진모드 명령이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317

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1319단계에서 상기 영상처리부70을 제어하여 현재 표시되는 영상화면을 정지화상으로 캡

쳐하여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1321단계에서 상기 부호버퍼335에 저장된 정지화면의 J

PEG 압축 부호화된 메인화면의 영상 데이터를 읽어 저장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0은 1321단계에서 상기 표시부80에 표시 중인 화면 데이터를 리드한다. 이때 상기 화면 데이터의 

크기는 120*96화소 또는 128*112 화소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상기 화면 영상데이타의 크기가 120*96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후 상기 화면 데이터로부터 소화면(40*40)을 생성하기 위한 10*100 화소의 영상데이

타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어부10은 1325단계에서 상기 화면 데이터의 좌측 및 우측에서 10화소씩 제거하고, 상

하 1라인의 화소들을 삽입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상기 100*100 화소들로 이루어진 영상데이타을 5:2 서브샘

플링( 5 to 2 pull-down)하여 40*40의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생성하여 메모리30에 저장한다.

이후 저장된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에 대응되는 정보의 입력을 대기한다. 이때 상기 정보는 정

지화면의 이름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정 지화면의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32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1

331단계에서 상기 화면 정보,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들을 메모리30에 저장한 후 상기 1311단

계로 되돌아간다.

상기 도 13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면,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카메라50으로부터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로 생성하고, 상기 메모리30에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소화면 영상데이타 및 상기 화면의 이름

및 촬영일자 등을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도 14는 도 12와 같은 영상처리부를 가지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제2실시예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데

이타로부터 소화면을 생성하여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와 함께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통신모드에서 영상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411단계 및 1413단계에서 이를 감지

하고, 1415단계에서 상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 데이터들을 상기 표시부80에 표시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

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는 JPEG 포맷으로 압축 부호화된 영상데이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어부80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메모리216에 저장하고, 상기 JPEG 부호버퍼335에 이를 저장하고 상기 JPEG 제어기331을 구동시

키고, 상기 선택기319를 제어하여 상기 영상처리부70의 출력을 상기 표시부80에 전송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어한다.

그러면 상기 JPEG 제어기331은 상기 부호버퍼335에 저장된 JPEG 영상데이타를 신장 복호한 후 이를 스케일러313

에 인가한다. 그리고 상기 스케일러313에서 스케일링된 영상데이타가 상기 표시부80에 전송되어 표시된다. 그러면 

상기 표시부80의 영역81에는 상기 수신된 영상데이타가 표시되며, 상기 영역82 및 83에는 현재의 시간, 수신감도, 

배터리 잔량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촬영모드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각종 모드들을 표시하는 메뉴 등을 표시

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들이 표시된다.

상기와 같이 표시부80 상에 수신된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 데이터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사진모드 명령을 발생할 수 있

다. 상기 사진모드 명령은 상기 키입력부27 상에 특정 기능키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표시부80의 영역83

에 표시되는 메뉴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상기 사진모드 명령이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417단계에서 이

를 감지하고, 1419단계에서 상기 표시부80에 표시 중인 화면 데이터를 리드한다. 이때 상기 화면 데이터의 크기는 1

20*96화소또는 128*112 화소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상기 화면 영상데이타의 크기가 120*96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후 상기 화면 데이터로부터 소화면(40*40)을 생성하기 위한 10*100 화소의 영상데이타를 생성

하기 위하여, 상기 제어부10은 1421단계에서 상기 화면 데이터의 좌측 및 우측에서 10화소씩 제거하고, 상하 1라인

의 화소들을 삽입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은 1423단계에서 상기 100*100 화소들로 이루어진 영상데이타을 5:2 

서브샘플링( 5 to 2 pull-down)하여 40*40의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생성하여 메모리30에 저장한다.

이후 저장된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에 대응되는 정보의 입력을 대기한다. 이때 상기 정보는 정

지화면의 이름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표시 화면의 정보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0은 1425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1427단 계에서 상기 화면 정보,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소화면 영상데이타들을 메모리30에 저장한 후 상기 1411

단계로 되돌아간다.

상기 도 14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면,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를 저장 및 표시하고

, 상기 표시되는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를 소화면 영상데이타로 생성하며, 이후 상기 메모리30에 메인화면의 영상데

이타, 소화면 영상데이타 및 상기 화면의 이름 및 촬영일자 등을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카메라를 장착하는 휴대용 전화기에서 메라 또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영상데이타를 표시부에

표시할 때 표시되는 메인 화면의 소화면 영상데이타를 생성하며, 상기 소화면 및 메인 화면의 영상데이타에 정보를 

입력하여 화면 영상데이타들과 함께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때 상기 소화면 및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들 및 화면의 정

보들은 서로 대응되도록 메모리에 저장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소화면 표시모드를 선택하면, 복수개의 

소화면들을 억세스하여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 중인 소화면들 중에서 원하는 소화면을 선택하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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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면에 대응되는 메인화면의 영상데이타 및 화면정보들을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한다. 따라서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저장된 영상데이타들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장치에 있어서,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타로 발생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데이타를 표시 규격으로 처리하는 표시데이타 처리부와,

사진 모드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의 영상데이타를 압축하여 사진영상데이타를 발생하는 영상코덱과,

상기 사진 모드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의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으로 생성하는 소화면처리부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사진 모드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를 제어하여 영상데이타의 경로를 차단하고 상기 영상코덱 및 소화면처리부를 구

동하여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하며, 상기 압축된 영상데이타 및 생성된 소화면 영상데

이타를 각각 사진 및 소화면으로 저장하는 제어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데이타처리부가,

상기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상기 표시부의 화면 크기로 스케일링하는 스케일러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가 와이유비 포맷의 영상데이타를 출력하고 상기 표시부가 알지비 포맷의 영상데이타를

표시할 때, 상기 영상처리부는 상기 스케일러의 뒷단에 연결되어 상기 색상 포맷을 변환하는 색변환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가 와이유비 포맷의 영상데이타를 출력하고 상기 표시부가 알지비 포맷의 영상데이타를

표시할 때, 상기 영상처리부는 상기 스케일러의 앞단에 연결되어 상기 색상 포맷을 변환하는 색변환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데이타 발생부가 촬영모드시 촬영 모드의 해제 등을 표시하는 제1사용자데이타 및 휴대

용단말기의 배터리 잔량, 수신감도 및 시간 등을 표시하는 제2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부가 영상데이타를 표시하는 제1표시영역과, 상기 제1표시영역의 상측에 위치되어 상기 

제2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고 상기 제1표시영역의 하측에 위치되어 상기 제1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제2표시영역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타로 발생하는 카메라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

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에 있어서,

촬영모드시 상기 카메라에서 발생되는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데이타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상기 

표시부의 제1표시영역 및 제2표시영역에 각각 전송하여 동영상으로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촬영모드에서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하여 사

진영상데이타를 생성하는 동시에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각각 저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상기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제2표시영역에 사진이름, 촬영장소 등을 등록하기 위한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사진과 함께 등록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

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에 있어서,

통신모드시 수신되는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데이타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상기 표시부의 제1표시

영역 및 제2표시영역에 각각 전송하여 동영상으로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영상데이타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

이타를 압축 부호화하여 사진영상데이타를 생성하는 동시에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각각 저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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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상기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제2표시영역에 사진이름, 촬영장소 등을 등록하기 위한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사진과 함께 등록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사진 영상데이타들 및 상기 사진영상데이타들에 각각 대응되는 소화면영상데이타들을 저장하는 영상메모리와, 표시

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

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에 있어서,

소화면 표시모드시 상기 영상메모리에 저장중인 설정된 수의 소화면들을 상기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소화면 표시모드에서 제1이동키 발생시 선택된 위치의 소화면으로 커서를 이동하는 과정과,

상기 소화면 표시모드에서 제2이동키 발생시 상기 영상메모리에 저장중인 설정된 수의 다음 소화면들을 상기 제2표

시영역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소화면 표시모드에서 선택키 발생시 선택된 소화면에 대응되는 사진 영상데이타를 읽어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

영역에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서 상기 선택된 소화면의 사진 영상데이타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서 상기 표시

되는 사진 영상의 이름, 촬영장소의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피사체를 촬영하여 영상데이타로 발생하는 카메라와, 표시모드에 따른 사용자데이타를 발생하는 사용자데이타 발생

부와, 제1표시영역에 상기 영상데이타를 표시하고 제2표시영역에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영상 표시방법에 있어서,

촬영모드시 상기 카메라에서 발생되는 영상데이타 및 사용자데이타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상기 사용자데이타를 상기 

표시부의 제1표시영역 및 제2표시영역에 각각 전송하여 동영상으로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촬영모드에서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중인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하여 사

진영상데이타를 생성하는 동시에 설정된 크기의 소화면 데이터로 생성하여 각각 저장하는 과정과,

소화면 표시모드시 상기 영상메모리에 저장중인 설정된 수의 소화면들을 상기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며, 선택키 발생

시 선택된 소화면에 대응되는 사진 영상데이타를 읽어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사진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상기 사진찍기 명령 발생시 상기 제2표시영역에 사진이름, 촬영장소 등을 등록하기 위한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입력되는 정보를 상기 사진과 함께 등록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서 상기 선택된 소화면의 사진 영상데이타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기 표시부의 제2표시영역에서 상기 표시

되는 사진 영상의 이름, 촬영장소의 사용자데이타를 표시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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