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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예시적 방법은 (a)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
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모두 해당 디바이스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으
며; (b)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생성된 이미
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및 (c)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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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방법에 있어서,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동시에 생성되는 장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
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모두 해당 디바이스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
향으로 배향되어(oriented) 있으며;
상기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
스템들 중 2개 이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장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의 각 주파수-영역
(frequency-domain) 표현을 결정하는 것;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다
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보다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응하는 상기 각 주파수-영역 표현들
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 데이터의 선택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
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하는지 여부에 적어도 부분적으
로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는 적어도 한 개의 손가락 또는 적어도 손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는 하나 이상의 머리카락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a)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대해, 가리움 표시자(occlusion indicator)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및
(b)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각각의 결정된 가리움 표시자들의 비교에 적어도 부분
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
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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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선명도 측정치(sharpness measure)를 결정하는 것;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각각의 결정된 선명도 측정치들을 비교하는 것; 및
상기 각각의 결정된 선명도 측정치들의 상기 비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상기 이미지 데이터의 선택은:
만약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더 많
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하면,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하는 이미지 데이터
를 선택하는 것; 및
그렇지 않으면,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다른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결정된 가리움 표시자들에 기초하여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
템들 중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은:
상기 가리움 표시자가 임의의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시야를 표시하는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결정된 가리움 표시자들에 기초하여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
템들 중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의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비해, 상기 가리움 표시자
가 적어도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시야의 가리움을 표시하는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은:
제1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가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
의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로부터의 상기 이미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제1 대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결정
하는 단계;
상기 이미지 데이터가 상기 제1 대상을 포함하지 않는 상기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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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
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장면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는:
(a) 제1 이미지-캡처 시스템의 시야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제1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b) 만약 상기 제1 이미지-캡처 시스템의 상기 시야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
았으면, 상기 제1 이미지-캡처 시스템을 선택하는 단계; 및
(c)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해 단계들 (a) 내지 (c)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디바이스들은 3개 이상의 이미지 캡처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를 각각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쌍
을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입체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쌍을 동작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렌즈들은 상기 장치의 제1 표면에 모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으며; 및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 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
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의 각 주파수-영역
(frequency-domain) 표현을 결정하는 것;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다
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보다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응하는 상기 각 주파수-영역 표현들
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 데이터의 선택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
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하는지 여부에 적어도 부분적으
로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는 적어도 한 개의 손가락 또는 적어도 손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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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6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
템들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a)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대해, 가리움 표시자(occlusion indicator)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및
(b)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각각의 결정된 가리움 표시자들의 비교에 기초하여, 상
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제어 시스
템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선명도 측정치(sharpness measure)를 결정하고;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각각의 결정된 선명도 측정치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상기 각각의 결정된 선명도 측정치들의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더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제어 시스템은:
만약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실질적
으로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하면,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
시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다른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더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명령들이 저장된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가능하
며,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로 하여금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며, 상기 동작들은: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작,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모두 해당 디바이스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으며;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
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작; 및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작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의 각 주파수-영역
(frequency-domain) 표현을 결정하는 것;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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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보다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응하는 상기 각 주파수-영역 표현들
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 데이터의 선택은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
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상기 주파수-영역 표현이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들을 표시하는지 여부에 적어도 부분적으
로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청구항 19에 있어서,
상기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는 적어도 한 개의 손가락 또는 적어도 손의 일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1
청구항 19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하나 이상의 이미지-캡
처 시스템들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작은: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의 시스템들 각각에 대한 선명도 측정치(sharpness measure)를 결정하는
동작;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상기 각각의 결정된 선명도 측정치들을 비교하는 동작; 및
상기 각각의 결정된 선명도 측정치들의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배 경 기 술
[0001]

일반적으로, 이미징은 실세계 환경의 색상 및 밝기 특징들을 디지털 포맷 및/또는 필름 포맷(예를 들면, 사진들
및/또는 모션 비디오로)으로 캡처하고 표현하는 것을 지칭한다. 매우 다양한 이미지 캡처 디바이스들이 존재하
며, 소비자들에게 이미지 데이터를 캡처링하기 위한 수 많은 방식들을 제공한다.

[0002]

카메라들과 같은 이미지 캡처 디바이스들이 더 대중화됨에 따라, 상기 디바이스들은 단독형 하드웨어 디바이스
들로서 이용되거나 또는 다양한 다른 타입들의 디바이스들로 통합된다. 예를 들면, 스틸 및 비디오 카메라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디바이스들(예를 들면, 모바일 폰들), 타블렛 컴퓨터들, 랩톱 컴퓨터들, 비디오 게
임 인터페이스들, 가정 자동화 디바이스들 및 심지어 자동차들 및 다른 타입들의 차량들에 포함된다.

발명의 내용
[0003]

예시적 실시예들은 모바일 폰과 같은 디바이스의 형태를 취하거나, 그에 의해 구현되거나, 또는 이와 달리 그
와 관련되며, 상기 디바이스는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된 2개 이상의 카메라 시스템들을
포함한다. 예시적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다수의 카메라들로부터 장면(scene)의 이미지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의 가리움이 언제 발생했는지 검출하기 위해 상기 장면의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평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카메라의 렌즈를 부주의하게 덮거나 또는 이와 달리 장면의 렌즈의 시야를 그들
의 손가락으로 막아서, 그에 따라 그들이 캡처하려고 의도했던 장면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가려진 이미
지들을 캡처하고, 사용하고 및/또는 저장하는 것을 방지한다. 더 일반적으로, 예시적 방법이 사용자의 손가락이
아닌 오브젝트들에 의해 의도된 대상의 가리움을 피하기 위해 구현된다. 예를 들면, 예시적 실시예들은 카메라
의 렌즈 상의 먼지 또는 지문과 같은 디바이스의 카메라들 중 하나의 렌즈에 상의 또는 그와 가까운 대상들에
의한 가리움을 지능적으로 피하게 한다. 또한 예시적 실시예들은 렌즈와 의도된 대상 간의 시선을 막는 다른 타
입들의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들에 의한 가리움을 피하도록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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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일 양태에서, 예시적 방법은 컴퓨팅 시스템: (a)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되는 이미지 데
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모두 해당 디바이스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으며; (b)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
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 및 (c)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
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관련된다.

[0005]

다른 양태에서, 장치는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렌즈들은 상기
장치의 제1 표면에 모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다. 상기 장치는 제어 시스템을 포함
하며, 상기 제어 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된 이
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
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
템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생성된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
도록 구성된다.

[0006]

추가적 양태에서, 명령들이 저장된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컴퓨팅 디바이스
에 의해 실행가능하며, 상기 컴퓨팅 디바이스로 하여금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며, 상기 동작들은: 복수의 이미지
-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작,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모
두 해당 디바이스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으며;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
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
석하는 동작; 및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0007]

추가적 양태에서, 시스템은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들, 상기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모두 해당 디바이스에 배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
로 배향되어 있으며;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field-of-view)를 가지는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0008]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양태들, 이점들 및 대안들은 첨부 도면들에 적절한 참조들과 함께 다음 상세한 설명을
읽음으로써 통상의 기술자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추가로, 본 발명의 요약에서 제공된 기술 및 본 명세서의 다른
부분은 청구된 본원 발명을 제한이 아닌 예시로서 도시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9]

도 1a는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의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들을 도시한다.
도 1b는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4개의 카메라들의 배치를 가지는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
스를 도시한다.
도 1c는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4개의 카메라들의 배치를 가지는 다른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도 1d는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6 개의 카메라들의 배치를 가지는 디지털 카메라 디바
이스를 도시한다.
도 1e는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멀티-카메라 배치를 가지는 다른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도 2는 카메라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예시적 컴퓨팅 디바이스의 컴포넌트들의 일부를 도시하는 단순화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다른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방법들 및 시스템들의 예시들이 본 명세서에 기술된다. 단어들 "대표적인", "예시적" 및 "도시적"은 본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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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 예시, 또는 도시로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도록 사용된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대표적", "예시
적" 또는 "도시적"으로 본 명세서에 기술된 임의의 실시예들 또는 구성은 반드시 다른 실시예들 또는 구성들에
비해 바람직하거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된다. 추가로, 본 명세서에 기술된 대표적 실시예들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시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의 특정 양태들은 매우 다양한 서로 다른 구성들로
배치되거나 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것이며, 모든 것은 본 명세서에서 고려된다.
[0011]

Ⅰ. 개요

[0012]

스마트폰들 및 타블렛 컴퓨터들과 같은 다수의 목적들을 제공하는 많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은 이제 카메라들을
포함한다. 카메라가 스마트폰과 같이 오로지 이미징 전용이 아닌 디바이스에 포함된 때, 카메라로서의 사용을
위한 디바이스의 인체 공학은 덜 바람직하다.

[0013]

예를 들면, 전용 포인트-앤드-슛 카메라(point-and-shoot camera) 및 DSLR 카메라들의 몸체들은 보통 착용자가
스틸 이미지들 및/또는 비디오를 캡처하기 위해 편한 포지션으로 카메라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모양이 만들어
진다. 게다가, 상기 카메라들의 몸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편한 방식으로 카메라를 잡았을 때 사용자의 손
이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렌즈의 시야 밖에 있도록 모양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많은 스마트폰들과 같이 얇고 편
평한 일부 디바이스들은 전용 이미징 디바이스들의 디자인과 동일한 인체 공학적 이익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추
가로, 일반적 스마트폰은 카메라로서의 사용을 위해 적절한 위치에서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들
의 손가락들로 카메라 렌즈를 부주의하게 가로 막고 및/또는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으려고 할 때 디바이스를 떨
어뜨린다.

[0014]

예시적 방법이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고 일정 거리에 의해 분리된 2개 이상의 카메라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디
바이스에 의해 구현된다. 사용자가 사진을 찍을 때(예를 들면, 셔터 버튼을 누름으로써), 제어 시스템은 이미지
의 의도된 대상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가려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디바이스들의 카메라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캡처되는 사용자의 환경의 시각(perspective)을 평가한다. 그 후, 디바이스는 가려지지 않은 의도
된 대상의 뷰를 가지는 카메라(또는 가능한 다수의 카메라들)로 이미지를 캡처한다.

[0015]

대안적으로, 디바이스는 다수의 카메라들로 장면의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후 실질적으로 가리움으로부터 자유로
운(또는 적어도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 가리움을 덜 가지는) 이미지(또는 가능한 다수의 이미지들)만을 저장한
다. 상기 경우에서, 가리움이 검출된 임의의 이미지는 폐기된다.

[0016]

디바이스는 가리움을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며, 그렇게 할 때, 다양한 타입들의 가리움 표시자
들(occlusion indicators)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카메라들에 의해 캡처된 장면의 이미
지들의 선명도를 비교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손가락 또는 렌즈 상의 먼지와 같은 근거리 가리개
(occluder)를 캡처하였을 때, 근거리 가리개는 일반적으로 포커스(focus)가 맞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면
의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근거리 가리개에 의해 흐릿하게 보이게 된 장면의 이미지보다 전반적으
로 더 선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디바이스가 동일한 장면의 서로 다른 카메라의 이미지들 간에 선명도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검출하면, 디바이스는 가장 선명한 이미지 또는 이미지들을 저장하거나 또는 이와 달리
사용한다.

[0017]

본 명세서에서, "카메라 시스템" 또는 "이미지 캡처 시스템"은 이미지-캡처 디바이스 또는 카메라, 카메라 내의
시스템, 카메라와 통신적으로 연결된 분리된 시스템, 또는 카메라 및 하나 이상의 다른 시스템들의 조합을 지칭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추가로, 단순화를 위해서, 본 명세서에 기술된 예시들은 특정 기능들 및/또는 특징
들은 "카메라" 또는 "카메라 디바이스"에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들에서, 카메라 또는 카메라 디바이스에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들 및/또는 특징들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카메라 시스템에 있다
고 생각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0018]

Ⅱ. 도시적 시스템

[0019]

이미지 캡처 디바이스의 물리적 컴포넌트들은 그것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조리개(aperture), 빛에 의해 표현된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한 기록 표면(recording surface) 및 기록 표면 상에 이미지의 적어도 일부의 포커스를 맞
추기 위해 조리개의 앞에 위치된 렌즈를 포함한다. 조리개는 고정된 크기이거나 조절 가능하다. 아날로그 카메
라에서, 기록 표면은 사진 필름이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기록 표면은 캡처된 이미지를 데이터 저장 유닛(예를
들면, 메모리)에 전송하고 및/또는 저장하기 위한 전자적 이미지 센서(예를 들면, CCD(charge coupled device)
또는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센서)를 포함한다.

[0020]

셔터는 렌즈 또는 기록 표현에 연결되거나 그와 가까이에 있다. 셔터는 빛이 기록 표현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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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닫힌 포지션 또는 빛이 기록 표면에 도달하게 하는 열린 포지션에 있다. 셔터의 포지션은 셔터 버튼을 통
해 제어된다. 예를 들면, 셔터는 디폴트로 닫힌 포지션에 있다. 셔터 버튼이 트리거(trigger)되면(예를 들면,
누름), 셔터는 닫힌 포지션으로부터 열린 포지션으로 시간의 기간 동안 변화하며, 이는 셔터 사이클로 알려져
있다. 셔터 사이클 동안에, 이미지는 기록 표현 상에 캡처된다. 셔터 사이클의 종료시에, 셔터는 닫힌 포지션으
로 다시 변화한다.
[0021]

대안적으로, 셔터링 프로세스는 전자적이다. 예를 들면, CCD 이미지 센서의 전자적 셔터가 "열리기" 전에, 센서
는 그것의 포토다이오드들에서 임의의 상주적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리셋한다. 전자적 셔터가 열려 있는
동안에, 포토다이오드들은 전하를 축적한다. 셔터가 닫힌 때나 닫힌 후에, 이들 전하들은 장기적 데이터 스토리
지로 전송된다. 또한 기계적 및 전자적 셔터링의 조합들도 가능하다.

[0022]

타입과 관계없이, 셔터는 셔터 버튼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 활성화되고 및/또는 제어된다. 예를 들면, 셔터는 소
프트키, 타이머 또는 일부 다른 트리거에 의해 활성화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이미지 캡처"는 셔터링 프로
세스가 어떻게 트리거되거나 제어되는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사진들이 기록되게 하는 임의의 기계적 및/또
는 전자적 셔터링 프로세스를 지칭한다.

[0023]

A. 다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을 구비한 디바이스들

[002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들은 단독 디바이스들이거나 다른 디바이스들과 통합된다. 예시로서, 도
1a는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의 폼 팩터를 도시한다.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는 예를 들면, 모바일
폰, 타블렛 컴퓨터 또는 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이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도 가능하다. 디지털 카메라 디
바이스(100)는 몸체(102), 정면 카메라(front-facing camera)(104), 멀티-엘리먼트 디스플레이(106), 셔터 버
튼(108) 및 기타 버튼들(110)과 같은 다양한 엘리먼트들을 포함한다. 정면 카메라(104)는 몸체(102)의 사이드에
위치되어 일반적으로 동작 중에 사용자를 바라보거나, 또는 멀티-엘리먼트 디스플레이(106)와 동일한 사이드에
위치된다.

[0025]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는 후면 카메라들(112a 및 112b)을 더 포함한다. 후면 카메라들(112a 및 112b)은
정면 카메라(114) 반대편의 몸체(102)의 사이드에 위치된다. 정면 및 후면으로 카메라들을 지칭하는 것은 임의
적인 것이며,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는 몸체(102)의 다양한 사이드에 위치된 다수의 카메라들을 포함한다
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추가로, 후면 카메라들(112a 및 112b)의 렌즈들은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의 후면
의 상단 코너에 배치되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다. (본 명세서에서, 동일한 방향을 배향된 카메
라들에 대한 참조는 카메라들의 렌즈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포인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026]

다른 멀티-카메라 배치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모두 배향된 2
개 이상의 카메라들의 렌즈들은 폰의 표면상의 서로 다른 포매이션들로 배치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다른
멀티-카메라 배치들이 도 1b 내지 1e와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다.

[0027]

특히, 도 1b는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4개의 카메라들(122a 내지 122d)의 배치를 가지는 모바일 디바이스(12
0)를 도시하며, 2개의 카메라들(122a 및 122b)을 (도 1a와 유사하게) 모바일 디바이스의 상단 코너에,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120)의 하단 코너들에 위치된 2개의 추가적 카메라들(122c 및 122d)를 포함한다. 추가로, 도
1c는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4개의 카메라들을 가지는 다른 배치를 도시한다. 특히, 도 1c에서의 배치는 디바
이스(140)의 각 코너에서 1개의 카메라(144a 내지 144d)를 포함한다.

[0028]

추가로, 도 1d는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6개의 카메라들(166a 내지 166f)을 가지는 배치를 도시한다. 도 1d에
서, 6개의 카메라들(166a 내지 166d)은 덜 구조화된 "유기적인" 배치로 모바일 디바이스(160)의 뒷면에 위치된
다. 3개 이상의 카메라들을 가지는 배치는 카메라들의 서로 다른 쌍들 간에 다수의 베이스라인들(baselines)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도 1d에 도시된 것과 같은 6개의 카메라 배치는 예를 들면, 입체적인 이미징을 위해 최대
15개의 서로 다른 베이스라인들을 제공한다. 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n개 카메라들
의 배치는 최대 C(n, k)개의 베이스라인들을 제공한다.

[0029]

다른 변형에서, 도 1e는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9개의 카메라들(182a 내지 182i)을 가지는 배치를 도시한다.
도 1e에서, 9개의 카메라들(182a 내지 182f)은 2개의 축들(184x 및 184y)을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180)의 후면
에 위치된다. 따라서, 카메라들의 서로 다른 쌍들은 2개의 축들(184x 및 184y)를 따라 다수의 서로 다른 베이스
라인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서로 다른 비축 베이스라인들(off-axis baselines)을 제공하기 위해 카메라(182a 내
지 182f)로부터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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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다른 멀티-카메라 배치들은 도 1a 내지 1e에서 도시된 것보다 많거나 적은 카메라들을 포함한다는 것이 고려된
다. 추가로, 멀티-카메라 배치에서 렌즈들은 렌즈들이 배치되는 표현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배향된다.
추가로, 멀티-카메라 배치들은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의 다른 사이드들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도면에서 도시된 멀티-카메라 배치들의 다른 변형들도 가능하다.

[0031]

멀티-엘리먼트 디스플레이(106)는 CRT(cathode ray tube) 디스플레이, LED(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LCD(liquid crystal)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또는 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임의의 기타 타입의 디스
플레이를 표현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멀티-엘리먼트 디스플레이(106)는 정면 카메라(104) 및/또는 후면 카메
라들(112a 및 112b)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의해 캡처되는 현재 이미지의 디지털 표현 또는 캡처되거나 이들 카
메라들 중 하나 또는 임의의 조합에 의해 최근에 캡처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한다. 따라서, 멀티-엘리먼트 디스
플레이(106)는 각 카메라에 대한 뷰파인더로 역할을 한다. 또한, 멀티-엘리먼트 디스플레이(106)는 디지털 카메
라 디바이스(100)의 임의의 양태들의 셋팅들 및/또는 구성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및/또는 존재-감응 기
능들(presence-sensitive functions)을 지원한다.

[0032]

정면 카메라(104)는 이미지 센서를 포함하고 렌즈들과 같은 광학적 엘리먼트들과 관련된다. 정면 카메라(104)는
줌(zoom) 능력들을 제공하거나 고정된 초점 거리를 가진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상호 교환가능한 렌즈들이 정면
카메라(104)와 함께 사용된다. 정면 카메라(104)는 변화가능한 기계적 조리개 및 기계적 미/또는 전자적 셔터를
가진다. 또한 정면 카메라(104)는 스틸 이미지들, 비디오 이미지들 또는 둘 다를 캡처하도록 구성된다. 추가로,
정면 카메라(104)는 모노스코픽(monoscopic),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또는 멀티스코픽(multiscopic) 카
메라를 표현한다. 후면 카메라들(112a 및 112b)는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배치된다. 추가적으로 정면 카메라
(104), 각 후면 카메라(112a 및 112b) 또는 이들 카메라들의 임의의 조합은 실제로는 하나 이상의 카메라들의
배열(또는 일반 이미지 센서에 빛을 안내하는 렌즈들의 배열)일 수 있다.

[0033]

정면 카메라(104) 및 후면 카메라들(112a 및 112c) 중 임의의 하나 또는 임의의 조합은 목표 오브젝트를 비추기
위한 라이트 필드(light field)를 제공하는 조명 컴포넌트를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조명 컴포
넌트는 플래시 또는 목표 오브젝트의 상시 조명을 제공한다. 또한, 조명 컴포넌트는 구조형 광(structured
light), 편광(polarized light), 특정 스펙트럼의 컨텐츠를 가지는 광 중 하나 이상의 라이트 필드를 제공하도
록 구성된다. 오브젝트로부터 3차원적(3D) 모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알려지고 사용되는 다른 타입들의 라이트
필드들도 본 명세서의 실시예들의 맥락 내에서 가능하다.

[0034]

정면 카메라(104) 및 후면 카메라들(112a 및 112c) 중 임의의 하나 또는 임의의 조합은 계속적으로 또는 때때로
카메라가 캡처할 수 있는 장면의 주변 밝기를 결정하는 주변 광(ambient light) 센서를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된
다. 일부 디바이스들에서, 주변 광 센서는 카메라와 관련된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뷰파인더). 결정된 주변 밝기가 밝은 경우, 스크린의 밝기 레벨은 스크린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증가된다. 결정된 주변 밝기가 어두운 경우, 스크린의 밝기 레벨은 또한 스크린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감소된다. 추가적으로 주변 광 센서의 입력은 관련된 카메라의 노출
셋팅을 결정하거나 이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0035]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는 목표 오브젝트의 이미지들을 캡처하기 위해 멀티-엘리먼트 디스플레이(106) 및
정면 카메라(104) 또는 후면 카메라들(112a 및 112c) 중 임의의 하나 또는 둘 다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도록 구
성된다. 캡처된 이미지들은 복수의 스틸 이미지들 또는 비디오 스트림이다. 이미지 캡처는 셔터 버튼(108)을 활
성화함으로써, 멀티-엘리먼트 디스플레이(106) 상의 소프트키를 누름으로써, 또는 일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트리거된다. 구현예에 따라, 이미지들은 특정 시간 간격에서, 예를 들면, 셔터 버튼(108)을 누름에 따라, 목표
오브젝트의 적절한 조명 조건들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를 미리 결정된 거리만큼 움직임에 따라,
또는 미리 결정된 캡처 스케쥴에 따라 자동적을 캡처된다.

[0036]

B. 도시적 디바이스 컴포넌트들

[0037]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의 기능들 - 또는 다른 타입의 디지털 카메라 - 은 모바일
폰, 타블렛 컴퓨터, 랩톱 컴퓨터 등과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통합되거나 컴퓨팅 디바이스의 형태를 취한다.
예시의 목적들로, 도 2는 카메라 컴포넌트들(224)을 포함하는 예시적 컴퓨팅 디바이스(200)의 일부 컴포넌트들
을 보여주는 단순화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카메라 컴포넌트들(224)은 카메라들(112a 및 112b)과 같은 다수의
카메라들을 포함한다.

[0038]

예시로서 그리고 제한 없이, 컴퓨팅 디바이스(200)는 셀룰러 모바일 전화기(예를 들면, 스마트폰),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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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팩스 기계, 컴퓨터(데스트톱, 노트북, 타블렛 또는 핸드헬드 컴퓨터와 같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홈 오토메이션 컴포넌트, DVR(digital video recorder), 디지털 텔레비전,
원격 제어, 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 또는 적어도 일부 이미지 캡처 및/또는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들을 탑재한
일부 다른 타입의 디바이스이다. 컴퓨팅 디바이스(200)는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물리적 카메라 디바이스, 카메
라 어플리케이션이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특정 물리적 하드웨어 플랫폼 또는 카메라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구성
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다른 조합들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0039]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팅 디바이스(200)는 통신 인터페이스(202), 사용자 인터페이스(204), 프로세서
(206), 데이터 스토리지(208) 및 카메라 컴포넌트들(224)을 포함하며, 이것들 모두는 시스템 버스, 네트워크 또
는 기타 연결 메커니즘(210)에 의해 상호 통신적으로 링크된다.

[0040]

통신 인터페이스(202)는 컴퓨팅 디바이스(200)로 하여금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변조를 사용하여 다른 디바이스
들과 통신하고, 네트워크들에 엑세스하고 및/또는 네트워크들을 수송하게 한다. 따라서, 통신 인터페이스(020)
는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 통신 및/또는 IP(Internet Protocol)과 같은 회선 교환 및/또는 패킷
교환 통신 또는 기타 패킷화된 통신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통신 인터페이스(202)는 라디오 엑세스 네트워크
또는 엑세스 포인트와의 무선 통신을 위해 배치된 칩셋 및 안테나를 포함한다.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202)는
이더넷, USB(Universal Serial Bus),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포트와 같은 유선 인터페이
스의

형태를

취하거나

이를

포함한다.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202)는 Wifi,

BLUETOOTH®,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또는 광역 무선 인터페이스(예를 들면, WiMAX 또는 3GPP LTE(Long-Term Evolution))과 같
은 무선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취하거나 이를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형태들의 물리적 레이어 인터페이스들 및
다른 타입들의 표준 또는 등록 통신 프로토콜들이 통신 인터페이스(202)를 넘어 사용된다. 추가로, 통신 인터페
이스(202)는 다수의 물리적 통신 인터페이스들(예를 들면, Wifi 인터페이스, BLUETOOTH® 인터페이스 및 광역
무선 인터페이스)을 포함한다.
[0041]

사용자 인터페이스(204)는 사람으로부터 입력을 수신하고 사람에게 출력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컴퓨팅 디바이스
(200)으로 하여금 사람 또는 비-인간 사용자와 인터렉션하게 하기 위해 기능한다. 따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204)는 키패드, 키보드, 터치-감음 또는 존재-감음 패널, 컴퓨터 마우스, 트랙볼, 조이스틱, 마이크 등과 같은
입력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204)는 예를 들면, 존재-감응 패널과 조합된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같은 하나 이상의 출력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CRT, LCD 및/또는 LED 기술들 또
는 현재 공지된 또는 후에 개발될 다른 기술들에 기초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204)는 스피커, 스피커 잭,
오디오 출력 포트, 오디오 출력 디바이스, 이어폰들 및/또는 기타 유사한 디바이스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출력
(들)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0042]

일부 실시예들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204)는 컴퓨팅 디바이스(200)에 의해 지원되는 스틸 카메라 및/또는 비
디오 카메라 기능들을 위한 뷰파인더로서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204)는 구성 및 카메라 기능의 포커싱 및 임지들의 캡처링(예를 들면 사진 캡처하기)를 지원하는 하나 이상의
버튼들, 스위치들, 노브들 및/또는 다이얼들을 포함한다. 이들 버튼들, 스위치들, 노브들 및/또는 다이얼들의
일부 또는 전부는 존재-감응 패널상 기능으로서 구현되는 것도 가능하다.

[0043]

프로세서(206)는 하나 이상의 범용 프로세서들 -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들 - 및/또는 하나 이상의 전용
프로세서들 - 예를 들면, DSP들(digital signal processors), GPU들(graphics processing units), FPU들
(floating point units), 네트워크 프로세서들 또는 ASIC들(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s)을 포
함한다. 일부 예시들에서, 전용 프로세서들은 다른 가능성들 중에서도 특히, 이미지 프로세싱, 이미지 정렬 및
이미지들 병합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스토리지(208)는 자기적, 광학적, 플래시 또는 유기 스토리지와 같은 하나
이상의 휘발성 및/또는 비-휘발성 스토리지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며, 프로세서(206)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
합된다. 데이터 스토리지(208)는 이동식 및/또는 비-이동식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0044]

프로세서(206)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스토리지(208)에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어들(218) (예를 들면, 컴파일된 또는 비-컴파일된 프로그램 논리 및/쏘는 기계 코드)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스토리지(208)는 프로그램 명령어들이 그에 저장된 비-일시적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며, 상기 명령어들은 컴퓨팅 디바이스(200)에 의해 실행시, 컴퓨팅 디바이스(200)로 하여금 본 명세서 및
/또는 첨부 도면들에 개시된 임의의 방법들, 프로세스들 또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한다. 프로세서(206)에 의한
프로그램 명령어(218)의 실행은 데이터(212)를 사용하는 프로세서(206)를 결과로 한다.

[0045]

예시로서, 프로그램 명령어들(218)은 운영 체제(222)(예를 들면, 운영 체제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및/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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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타 모듈들) 및 컴퓨팅 디바이스(200)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220)(예를 들면, 카
메라 기능들, 주소록, 이메일, 웹 브라우징, 소셜 네트워킹 및/또는 게이밍 어플리케이션들)를 포함한다. 유사
하게, 데이터(212)는 운영 체제 데이터(216)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214)를 포함한다. 운영 체제 데이터(216)
는 주로 운영 체제(222)에 엑세스 가능하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214)는 주로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
션 프로그램들(220)에 엑세스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214)는 컴퓨팅 디바이스(200)의 사용자가 볼 수
있거나 또는 숨겨진 파일 시스템에 배치된다.
[0046]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220)은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들(APIs)을 통해 운영 체제
(222)와 통신한다. 이들 API들은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220)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214)를 판독하
고 및/또는 작성하는 것, 통신 인터페이스(202)를 통해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사용자 인터페이스
(204) 상에서 정보를 수신하고 및/또는 디스플레이하는 것 등을 지원한다.

[0047]

일부 용어들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220)은 짧게 "앱"으로 지칭된다.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
램들(220)은 하나 이상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들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켓들을 통해 컴퓨팅 디바이스
(200)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또는 컴퓨팅 디바이
스(200)의 물리적 인터페이스(예를 들면, USB 포트)를 통해서와 같이 다른 방식들로 컴퓨팅 디바이스(200)에 설
치될 수 있다.

[0048]

카메라 컴포넌트(224)는 조리개, 셔터, 기록 표면(예를 들면, 사진 필름 및/또는 이미지 센서), 렌즈 및/또는
셔터 버튼을 포함하나, 그에 제한되지 않는다. 카메라 컴포넌트들(224)은 프로세서(206)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
트웨어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어된다. 추가로, 카메라 컴포넌트들(224)은 각각 조리개, 셔터, 기록 표면
렌즈, 이미지 센서, 프로세서 및/또는 셔터 버튼을 포함하는 다수의 카메라 시스템들을 포함한다.

[0049]

다수의 카메라 시스템들이 포함되었을 때, 시스템들 간 공유되는 일부 컴포넌트들 및 공유되지 않는 다른 컴포
넌트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각 카메라는 그것의 고유 조리개, 렌즈 및 이미지 센서를 포함하는 반면, 프로세서
및 셔터 버튼과 같은 다른 컴포넌트들은 공유한다. 다른 예시로서, 각 카메라는 그것의 고유 렌즈들을
포함하나, 동일한 이미지 센서를 공유한다. 대안적으로, 각 카메라 시스템의 컴포넌트들은 단지 해당 카메라 시
스템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다른 카메라 시스템들과 공유되지 않는다.

[0050]

C. 디지털 이미지들

[0051]

스틸 카메라는 이미지 캡처가 트리거될 때 마다 하나 이상의 이미지들을 캡처한다. 비디오 카메라는 이미지 캡
처가 트리거된 채 유지되는 한(예를 들면, 셔터 버튼이 눌려짐) 특정 레이트(rate)(예를 들면, 초당 24 이미지
들 -또는 프레임들- )에서 이미지들을 계속적으로 캡처한다. 일부 디지털 스틸 카메라들은 카메라 디바이스 또
는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때, 셔터를 개방하고, 셔터는 카메라 디바이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비활성화될 때
까지 이 포지션을 유지한다. 셔터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에, 카메라 디바이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은 뷰파인더 상
장면의 표현을 캡처하고 디스플레이한다. 이미지 캡처가 트리거되면, 현재 장면의 하나 이상의 구분되는 디지털
이미지들이 캡처된다.

[0052]

캡처된 디지털 이미지들은 픽셀의 1차원적, 2차원적 또는 다차원적 어레이로서 표현된다. 각 픽셀은 하나 이상
의 값들에 의해 표현되며, 상기 하나 이상의 값들은 각각의 픽셀의 색 및/또는 밝기를 인코딩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가능한 인코딩은 YCbCr 색 모델(YUV 색 모델로도 또한 지칭되는)을 사용한다. 이 색 모델에서, Y 색 채
널은 픽셀의 밝기를 표현하며, Cb(U) 및 Cr(V) 색 채널들은 각각 픽셀의 청 색차(blue chrominance) 및 적 색차
(red chrominance)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이들 색 채널들 각각은 0부터 255까지의 값들을 취한다(즉, 단일 8비트 바이트가 제공될 수 있는 계조 범위(tonal range)). 따라서, 픽셀의 밝기는 만약 픽셀이 검은색이거나 검
은색에 가까우면, 0 또는 0에 가까운 값에 의해 표현되며, 만약 픽셀이 흰색이거나 흰색에 가까우면, 255 또는
255에 가까운 값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255의 값은 제한되지 않는 기준이며, 일부 구현예들은 픽셀 값 표현
을 위해 다른 수의 비트들을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10, 12 등).

[0053]

그럼에도 불구하고, YCbCr 색 모델은 단지 하나의 가능한 색 모델이고, RGB(red-green-blue) 색 모델 또는
CMYK(cyan-megenta-yellow-key)와 같은 다른 색 모델들도 본 명세서의 실시예들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추가로, 이미지에서 픽셀들은 raw(압축되지 않은) 포맷들 또는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PNG(Portable Network Graphics),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등과 같은 압축된 포맷들을 포함하는 다
양한 파일 포맷들로 표현된다.

[0054]

D. 오토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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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5]

일반적으로, 오토포커스(AF) 시스템은 어떤 센서, 포커스 셋팅들을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제어 시스템, 및 포커
스 셋팅들에 따라 카메라의 기계적 컴포넌트들(예를 들면, 렌즈)를 조절하는 엑츄에이터(actuator)를 포함한다.
센서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는 환경이 이미지 센서에 의해 기록되거나 기록될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카
메라의 포커스를 변경할 수 있는 전자-기계적 시스템을 각각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예를 들면, 렌즈의 컴포넌
트를 움직이도록 엑츄에이터를 사용하고 및/또는 조리개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타입들의 오토포커스
기법들이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100)와 같은 이미지 캡처 디바이스에 의해 활용된다.

[0056]

많은 소비자 카메라들은 광학 시스템에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수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렌즈를 대상에 초점을 맞
추는 패시브 오토포커스(passive autofocus) 시스템들을 포함한다(예를 들면, 그들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
해 빛의 제어된 빔들을 가르키지 않는다). 일반적 패시브 오토포커스 기법들은 "페이즈 검출(phase detection)"
오토포커스(PD-AF) 및 "콘트라스트 측정" 오토포커스라고도 불리우는 "콘트라스트 검출(contrast detection)"
오토포커스(CD-AF)를 포함한다.

[0057]

패시브 오토포커스는 일반적으로 렌즈의 포커스 셋팅(들)을 조절하기 위해 기계적 렌즈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컴
퓨팅 시스템(예를 들면, 프로세서)을 수반하며(예를 들면, 렌즈의 포커싱 엘리먼트와 센서 사이의 거리를 변경
하기 위해), 그 후 오토포커스 센서로부터의 결과이미지가 초점이 맞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만약 결과 이미지가
초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컴퓨팅 시스템은 포커스 셋팅들을 다시 조절하고 결과 이미지에서 특징들을 평가한
다. 일부 구현예들에서, 포커스 셋팅에 대한 각 조절은 이미지가 얼마나 초점이 맞지 않는지에 대한 일부 측정
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또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이 얼마나 초점이 맞지 않는지). 다른 구현예들에서, 조절들은
미리 결정된다. 어느 경우에나, 이 프로세스는 결과 이미지가 초점이 만족스럽다고 여겨질 때까지 반복된다.

[0058]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오토포커스를 위해 하나 이상의 전용 센서들을 포함하는 DSLR들과 같은 일부 카메라들
은 전용 오토포커스 시스템들을 포함한다. 상기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오토포커스의 목적으로 이미지들을 캡처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상기 카메라들은 일반적으로 렌즈를 통해 수신된
빛이 이미지들의 쌍으로 분할되는 PD-AF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 후, 상기 쌍에서 양 이미지들은 오토포커스 센
서로 향해지고 렌즈가 초점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다. 그 후 렌즈의 초점 포지션이 적절한 초점
이 검출될 때까지 조절된다.

[0059]

하나의

일반적

시스템인 PD-AF

시스템은 쓰루-더-렌즈(through-the-lens), 제2-이미지-등록(second-image

registration), 페이즈 검출(SIR PD-AF) 시스템이다. SIR PD-AF 시스템은 들어오는 빛을 오토포커스 센서로 향
하게 하기 위해 빔 분할기(beam splitter)를 활용한다. 더 구체적으로, 렌즈의 반대편 사이드들에 위치된 마이
크로-렌즈들은 렌즈의 반대편 사이드들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오토포커스 센서 방향으로 향하게 하며, 오토포커
스 센서 상에 투사되는 2개의 이미지들로 효율적으로 거리계(rangefinder)를 생성한다. 그 후 2개의 마이크로
렌즈들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들은 렌즈가 올바르게 초점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는 분리 에러
(separation error)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된다. 만약 분리 에러가 대상이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표시하면(예를
들면, 만약 분리 에러가 0이 아니거나 0으로부터 어떤 임계치 내이면), 포커스 셋팅들에 대한 조절이 분리 에러
에 기초하여 계산되고 렌즈는 조절된 셋팅들에 따라 움직여진다(예를 들면, 렌즈 어셈블리 또는 렌즈 엘리먼트
를 센서로부터 가깝게 또는 멀게 움직임으로써).
[0060]

컴포넌트들의 크기 및/또는 비용이 디바이스의 디자인에서 상당한 경우, 디바이스는 별개의 오토포커스 시스템
을 포함하지 않는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것은 오토포커스 및 이미지 캡처 둘 다를 위해 동일한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 시스템들을 종종 포함하는 많은 모바일폰들 및/또는 타블렛 컴퓨터들의 경우이다. 많은
경우들에서, 모바일 폰들 및 타블렛들과 같은 이동식 디바이스들에서 카메라들은 포커싱을 목적으로 CD-AF를 사
용한다.

[0061]

CD-AF 시스템들이 오토포커스 전용인 별개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CD-AF 시스템들은 이미지 캡처
및 오토포커스 둘 다를 위해 동일한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다. CD-AF 시스템들은 센서에서 검출된 이미지에서 콘
트라스트를 측정함으로써 대상이 초점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CD-AF 시스템은 이미지에서
다양한 포인트들에서 콘트라스트의 변화를 평가하며, 높은 콘트라스트는 선명한 이미지의 표시로서 해석된다.

[0062]

더 구체적으로, 센서의 인접한 픽셀들 간 인텐시티(intensity)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대상이 초점이 맞지
않을 때에 비해 인접한 픽셀들에서 캡처된 대상이 초점이 맞을 때 더 크다. 추가로, CD-AF 시스템은 특정 픽셀
들에서 콘트라스트를 측정하거나 특정 그룹들의 픽셀들의 평균을 결정한다. 어느 경우에나, 그 후 CD-AF 시스템
은 포커스 셋팅들을 임계 콘트라스트가 검출될 때까지(그리고 가능하면 최대 콘트라스트가 검출될 때까지) 조절
한다. 예를 들면, 도시적인 CD-AF 시스템은 이미지 데이터를 하이 패스 필터(high pass filter)를 통과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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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로부터의 출력이 임계치를 초과할 때까지(그리고 가능하면 필터의 출력이 그것의 최고 레벨일 때까지) 렌즈
의 초점을 조절한다.
[0063]

추가로, 장면에 대한 포커스 셋팅은 적절한 초점을 결과로 하는 렌즈의 포커싱 엘리먼트와 센서 사이의 거리로
서 정의되거나 또는 이와 달리 상기 거리를 표시한다. 추가로, 포커스 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대상까지의 거리 또
는 초점이 있는 장면의 면적에 비례한다(또는 적어도 그것의 함수이다). 본 명세서에서, 렌즈와 특정 대상 또는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는 "오브젝트 거리"로서 지칭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디바이스에서 컴퓨팅
시스템은 포커스 포지션에 기초하여 오브젝트 거리를 결정한다.

[0064]

도시적 실시예에서, 도 1a 내지 1e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멀티-카메라 디바이스는 그것의 카메라들 중 하나가
손가락 또는 렌즈 먼지와 같은 근거리 가리개에 의해 가려졌을 때를 검출하게 하기 위해 오토포커스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이하 상세히 후술될 바와 같이, 동일한 디바이스의 제2 카메라가 동일한 장면에 적절하
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경우, 제1 카메라가 장면에 적절하게 초점 맞추기의 불능 또는 초점 맞추기 능력의 감
소는 제1 카메라의 렌즈가 가려졌다는 표시이다.

[0065]

Ⅲ. 도시적 방법들

[0066]

도 3은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방법(300)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방법(300)은 2개 이상의 카메라들을 포함하는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디바이스에 의해 구현되며, 도 1a 내지 1e에 도시된 디바이스들과 같이 각 카메라는 약
간의 거리에 의해 다른 카메라들로부터 분리된다. 상기 디바이스는 적어도 하나의 카메라로부터 의도되지 않는
엘리먼트에 의해 가려지거나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 장면의 시야를 제공하는(또는 적어도 디바이스의 다른 카메
라 또는 카메라들 보다 덜 가려지는 카메라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를 동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
방법(300)을 구현한다.

[0067]

특히, 방법(300)은 블록(302)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복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 후 컴퓨팅 디바이스는 블록(304)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의도되지 않은 오브젝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는 시야를 가지는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생
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 후 컴퓨팅 디바이스는 블록(306)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한다.

[0068]

가리움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이미지 캡처 디바이스들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컴퓨팅 디바이스는 랜덤하게
또는 어떤 다른 기준에 기초하여 2개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는, 만약 컴퓨팅 디바이스가 다수의 이미지들이 가려지지 않음을 결정하면, 컴퓨팅 디바이스
는 다수의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의해 캡처된 장면의 다수의 이미지들을 저장하고 및/또는 사
용한다(예를 들면, 조합함으로써).

[0069]

추가로, 2개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양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렌즈들의 시야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
을 향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양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이 상당한
회전 또는 디바이스 재-위치설정 없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면의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이, 2개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은 센서들, 모터들 등과 같은 렌즈들이 아닌 컴포넌트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0070]

A.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를 가지는 이미지-캡처 시스템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 선택하기

[0071]

추가로, 컴퓨팅 디바이스는 블록(304)에서 이미지-캡처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한다. 일
부 실시예들에서, 블록(304)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특정 이미지-캡처 시스템을 선택하기 위해 다수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한다. 예를 들면, 컴퓨팅 디바이스는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디바이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 개별
적 가리움 표시를 결정한다. 그 후 컴퓨팅 디바이스는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한 결정된 가리움 표시들의 비
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한다.

[0072]

예시적 방법에서 다양한 타입들의 가리움 표시들이 활용된다. 가리움 표시들의 일부 예시들은 이제 더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0073]

i. 근거리 가리움의 표시로서 선명도(sharpness)

[0074]

일부 실시예들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이미지 선명도를 특정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가 렌즈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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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에 의해 가려졌는지 여부의 표시로서 사용된다. 이미지의 선명도는 렌즈 먼지 또는 사용자의 손가락 또
는 렌즈에 가깝게 위치된 다른 오브젝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덮인 렌즈와 같이 다양한 타입들의 가리움을 표시한
다.
[0075]

상기 실시예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각각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별개의 선명도 측정치를 결정한다. 그 후, 컴퓨팅 디바이스는 각각의 결정된 선명도 측정치를 비교하고,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한다. 예
를 들면, 만약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템에 의해 캡처된 장면의 이미지가 해당 이미지-캡처 시스
템에 의해 캡처된 동일한 장면의 이미지보다 실질적으로 더 선명한 경우, 컴퓨팅 디바이스는 해당 이미지-캡처
시스템의 렌즈가 가려짐을 결정한다. 가리움은 동일한 디바이스 상 서로 다른 카메라들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들
의 전반적 선명도에서의 실질적 차이에 기초하여 검출되거나 또는 이미지 프레임의 특정 영역에서 선명도의 실
질적 차이에 기초하여 검출된다(예를 들면, 렌즈의 부분적 가리움을 표시하는).

[0076]

일부 실시예들에서, 선명도를 비교하기 위해, 컴퓨팅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카메라들에 의해 캡처된 장면의 이
미지들의 공간 빈도(spatial frequency) 컨텐츠를 비교한다. 예를 들면, 컴퓨팅 디바이스는 각 이미지의 각각의
주파수-영역(frequency-domain) 표현을 결정한다(예를 들면, 각 이미지의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결정함으로써). 그 후 컴퓨팅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의
주파수-영역 표현이 디바이스 상의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들
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양의 고(high) 및/또는 중(middle) 주파수들을 표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대응하는 각각의 주파수-영역 표현들을 비교한다. 만약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해당 이미지-캡처 시스템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주파수-영역 표현이 실질적으로 더 적은 양의 고 및/또
는 중 주파수들을 표시하면, 이 이미지-카메라 시스템의 렌즈는 근거리 가리움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
고, 이미지-카메라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이 상기 근거리 가리움을 가진다고 결정된 경우, 다른 이미지-캡처 시
스템들 중 하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가 선택된다.

[0077]

이와 달리, 만약 주파수-영역 표현에서 높은 주파수들의 양이 모든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
들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이는 가려진 렌즈를 가지는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이 없다는 표시이다. 상기 경우
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상에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랜덤
하게 선택하거나 또는 다른 기준에 기초하여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한다.
어느 경우에나,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는 입체적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다른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와 상기 이
미지 데이터를 조합함으로써 저장되거나 또는 이와 달리 사용된다.

[0078]

실제로, 렌즈가 깨끗하고 렌즈에 가까운 또는 렌즈 상의 오브젝트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경우, 렌즈에 의해 캡
처되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의 고-주파수 컨텐츠를 가진다. 더 구체적으로, 더러운 렌즈들은 일반적
으로 캡처된 이미지들에서 블러링(blurring)을 야기하며, 이는 상기 이미지들의 주파수-영역 표현에서 고주파수
들의 양을 감소시킨다. 추가로, 사용자의 손가락과 같은 근거리 가리개는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보다 가까운 결
과, 일반적으로 초점이 맞지 않는다. 또한, 상기 초점이 많지 않은 이미지들의 주파수-영역 표현들은 더 적은
양의 고-주파수 컨텐츠를 가진다(적어도 가리개가 존재하는 이미지 프레임의 영역들에서). 추가로, 근거리 가리
개는 종종 장면의 나머지와 상당히 다르게; 손가락이 렌즈 앞에 들렸을 경우와 같이 몹시 어둡게 또는 렌즈에
가까운 손가락이 플래시에 의해 비춰지고 플래시로부터의 빛의 실질적 부분이 장면의 나머지를 비추는 것이 막
혔을 때와 같이 몹시 밝게 비춰진다. 상기 밝거나 어두운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포화된 픽셀들(saturated
pixels)(어둡게 또는 밝게)을 결과로 하며, 차례로 상기 이미지들의 주파수-영역 표현에서 더 적은 양의 고주파
수들을 결과로 한다. 따라서, 이미지-캡처 시스템이 비교적으로 더 적은 양은 고-주파수 컨텐츠로 이미지를 캡
처한 경우, 컴퓨팅 디바이스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및/또는 더 영구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이미지가 더러운 렌즈로 캡처된 경우 및/또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손가락에 의해 가려진 렌즈로 캡처
된 경우, 사용자 사진 앨범으로와 같이).

[0079]

또한 컴퓨팅 디바이스는 렌즈 위의 손가락과 같은 근거리 가리개를 디바이스 상의 서로 다른 카메라들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들 간의 낮은 주파수 컨텐츠에서의 불일치를 검색함으로써 검출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근거리 가리개가 장면의 한 이미지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나 동일한 장면의 다른 이미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
우, 근거리 가리개를 가지는 이미지는 그것이 없는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다른 컨텐츠를 가질 것이다. 그 결과,
근거리 가리개는 낮은 공간적 주파수들에서 이미지들 간 상당한(예를 들면, 임계치보다 큰) 불일치가 있는 경우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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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

추가로, 상기 선명도의 비교들이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상기 선명도 비교들은 공간
영역에서 또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지 선명도의 공간-영역 측정은 엣지-검출 프로세스(edgedetection process)(콘트라스트에 기초하여)를 이미지에 적용함으로써 결정되며, 그 후 평균 엣지의 픽셀 밀도
를 결정한다. 추가적 양태에서, 엣지-검출 기법은 낮은 공간 주파수들에서 콘트라스트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지
의 하나 이상의 저-해상도 버전들에서 단독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수행된다. 추가로, 엣지 검출의 맥락에서, 전
체 이미지에 걸쳐서 또는 단지 이미지의 특정 부분 또는 부분들 내에서 콘트라스트가 측정되고 엣지들이 그에
기초하여 검출된다.

[0081]

또한 선명도를 결정하고 및/또는 비교하기 위한 다른 기법들도 가능하다. 추가로, 공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
서 선명도를 결정하기 위한 본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많은 기법들이 있다. 임의의 상기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추가로, 만약 선명도 비교가 공간 영역에서 구현된 경우, 선명도를 평가하기 전에 다른
것들과 함께 이미지 중 하나의 컨텐츠들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82]

ii. 가리움의 표시로서 대상에서 차이점들

[0083]

일부 실시예들에서, 동일한 디바이스 상의 2개 이상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각각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는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시스템 또는 손가락과 같이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들로 판단되는 오브젝트들 중 어느 하
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가리움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가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에 있는지 없는지 결정함으로써 측정된다.
따라서, 블록(304)은 하나 이상의 이미지 캡처 디바이스들로부터 이미지 데이터에서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 또
는 대상들의 식별을 더 포함한다(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 또는 대상들이 디바이스 상의 다른 이미지 캡
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결정).

[0084]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들의 식별은 다양한 방식들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해당 카메라의 렌즈
위에 있을 때와 같이 매우 가까운 오브젝트가 해당 카메라의 시야를 가린 경우, 해당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는
다른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프레임의 훨씬 작은 부분인 큰 대상(예를 들면, 손가락)을 포함할 가
망이 크다. 따라서, 대상은 2개 이상의 카메라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다.

[0085]

예를 들면, 컴퓨팅 디바이스가 그것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제1의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가
(어쩌면 이미지 프레임의 적어도 미리 결정된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의 다른
시스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 제1 대상을 포함한다고 결정하면, 그것의 이미지-캡처 시스
템(들) 중 다른 하나에 의해 캡처된 제1 대상을 포함하지 않는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한다.

[0086]

일부 경우들에서,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는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 또는 대상들에 의해 차지되는 이미지 프레
임의 퍼센티지를 결정함으로써와 같이 더 정밀한(granular) 방식으로 검출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들과 비교하여 가리움 표
시자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시야의 가장 적은 가리움을 표시하는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어떠한 가리
움도 없다고 표시하는) 이미지-캡처 시스템을 선택한다.

[0087]

iii. 가리움의 표시자로서 오토-포커스 결과들

[0088]

일부 실시예들에서, 장면에서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미지-캡처 시스템의 능력은 가리움 표시이다. 특히, 손가락
과 같은 오브젝트가 덮고 있거나 이미지-캡처 시스템의 렌즈에 매우 가까운 경우, 이미지-캡처 시스템은 적절한
초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이미지-캡처 시스템을 사용하여 초점을
맞출 수 없음은 이미지-캡처 시스템의 렌즈가 가려졌다는 표시로서 해석된다.

[0089]

따라서, 블록(304)에서, 동일한 디바이스 상의 2개 이상의 카메라들 각각은 장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오토-포커스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별도로 구현한다. 그 후, 만약 하나 이상의 다른 카메라들은 동일한
장면에 적절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반면에, 카메라들 중 해당 카메라가 적절한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이
는 해당 카메라의 렌즈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가려졌다는 표시로서 해석된다. 유사하게, 카메라들
중 해당 카메라가 장면에 초점을 맞췄으나, 해당 카메라의 포커스 셋팅이 상당히 낮은 신뢰도인 경우(디바이스
상의 다른 카메라들의 포커스 셋팅과 비교하여), 이 또한 해당 카메라의 렌즈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가려졌다는 표시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블록(306)에서 다른 디바이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가 선택되고 저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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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0]

추가로, 일부 실시예들에서, 오토-포커스 결과들은 임의의 이미지 데이터가 캡처되기 전에 가리움에 대한 예비
적 테스트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컴퓨팅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카메라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오토-포커
스 테스트를 우선 실행하고 장면에 적절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카메라들의 장면의 이미지들만을 캡처한다. 이
경우에 디바이스의 2개 이상의 카메라 시스템들의 서브셋으로부터 일 수 있는 캡처된 이미지들은 그 후 예를 들
면,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고 저장하기 위해 캡처된 이미지들의 주파수-영역 표현들을 비교함으
로써 평가된다.

[0091]

상기 기술된 실시예 및 다른 것에서, 전원 소비는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만 캡처되고 및/또는 저장될 때
감소된다. 더 구체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자동-노출 또는 AF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가려진 카메라가 빠르게
식별되면, 이 카메라는 전력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배터리 전력을 아낀다.

[0092]

iv. 가리움의 표시자로서 자동-노출 결과들

[0093]

일부 실시예들에서, 2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자동-노출 결과들에서의 차이점들은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하나의 렌즈가 가려졌다는 것을 표시한다. 특히, 이미지가 손가락과 같은 오브젝트가 이미지-캡처
시스템의 렌즈를 덮고 있을 때 캡처된 경우, 렌즈가 덮고 있던 이미지의 부분은 어둡고, 수용가능한 노출 범위
의 픽셀들의 퍼센티지가 감소된 이미지를 결과로 한다. 따라서, 디바이스의 카메라들 중 해당 카메라에 의해 캡
처된 장면의 이미지가 디바이스의 카메라들 중 다른 카메라에 의해 캡처된 동일한 장면의 이미지 보다 실질적으
로 안 좋고 및/또는 상당히 다른 노출을 가진다면(예를 들면, 각 카메라로부터의 장면의 이미지 데이터의 각각
의 히스토그램들에 의해 표시된 바에 따라), 이는 해당 카메라의 렌즈가 가려졌다는 표시로서 해석된다.

[0094]

따라서, 블록(304)에서, 동일한 디바이스 상의 2개 이상의 카메라들 각각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장면에 대한 노
출을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자동-노출을 구현한다. 자동-노출 프로세스는 적절하게 노출된 픽셀들의 퍼센티지의
표시를 제공한다(예를 들면, 수용가능한 노출 범위 내에서). 따라서, 만약 디바이스의 카메라들 중 해당 카메라
에 의해 적절하게 노출된 픽셀들의 퍼센티지가 디바이스의 다른 카메라들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적절하게 노출된
픽셀들의 퍼센티지보다 적어도 임계 퍼센티지 차이만큼 작다면, 해당 카메라는 가려진 것으로 여겨진다.

[0095]

추가로, 일부 실시예들에서, 노출 비교는 임의의 이미지 데이터가 캡처되기 전에 가리움에 대한 예비적 테스트
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컴퓨팅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카메라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자동-노출 프로세스
를 우선 실행하고 다른 카메라들에 의해 수행된 노출들의 비교에 기초하여 가려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카메라
들의 장면의 이미지 데이터만 캡처한다. 이 경우에 디바이스의 2개 이상의 카메라 시스템들의 서브셋으로부터일
수 있는 캡처된 이미지들은 그 후 예를 들면,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하고 저장하기 위해 캡처된
이미지들의 주파수-영역 표현들을 비교함으로써 평가된다.

[0096]

v. 가리움 검출을 위한 다수의 인자들(factors)의 고려

[0097]

추가적 양태에서, 멀티-카메라 디바이스는 근거리 오브젝트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캡처 시스템(및/또는
그것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을 선택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인자들의 조합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멀티-카메
라 디바이스는 (a) 서로 다른 카메라 시스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주파수-영역 표현들에서의 차이점(들)
(예를 들면,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작은 고-주파수 컨텐츠를 가질 때 가리움 식별), (b) 서로 다른 카메라 시스
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공간-영역 표현들에서 차이점(들), (c) 디바이스상 서로 다른 이미지-캡처 시스
템들에 의해 캡처된 장면의 이미지들 간 대상의 차이점(들), (d) 디바이스 상의 서로 다른 카메라들의 오토-포
커스 결과들 및/또는 (e) 디바이스 상의 서로 다른 카메라들에 의해 수행된 장면의 노출들에서의 차이점들과 같
은 2개 이상의 가리움 표시자들을 고려한다. 또한 기타 인자들도 고려될 수 있다.

[0098]

추가적 양태에서, 2 개의 카메라들로부터의 자동-노출, 오토포커스 및/또는 콘트라스트 검출 프로세스들이 상당
히 다른 결과들을 가지는 경우, 이상치(outlier)가 식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카메라들이 없다면, 어떤 카메라
가 가려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시나리오에서, 2개의 카메라가 자동-노출, 오토포커스 및/또는 콘트라스트 검
출 프로세스로부터 상당히 다른 결과들을 가지는 경우, 다른 인자들이 가려지지 않은(또는 더 적게 가려진) 카
메라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된다. 예를 들면, 2개 카메라들 중 어느 것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디
바이스는 서로 다른 카메라 시스템들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의 주파수-영역 표현들에서의 차이점(들)(예를
들면,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작은 고-주파수 컨텐츠를 가질 때 가리움 식별), 서로 다른 카메라 시스템들로부터
의 이미지 데이터의 공간-영역 표현들에서의 차이점(들) 또는 2개의 카메라들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의
히스토그램들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다른 예시들도 가능하다.

[0099]

B. 카메라 시스템들의 반복적 평가(iter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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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상기 기술된 방법(300)의 예시들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의 카메라들 중 2개 이상으로부터의 장면의 이미지 데이
터를 수신하고, 상기 서로 다른 카메라들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의 다양한 특징들을 비교함으로써 가리움
을 검출하는 컴퓨팅 디바이스와 관련된다. 다른 구현예들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한 번에 1개의 카메라로부터
의 이미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시야가 가려지지 않음을 결정하는 디바이스인(또는 가능한 시야가 어
떤 임계량 보다 더 적게 가려졌다고 결정된 디바이스인) 제1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기본값으로, 제1 카메라를 사용하기를 시도하고, 제1 카메라가 가려진 경우에만
다른 카메라의 사용하기 위한 도움을 구한다.

[0101]

예를 들면, 도 4는 예시적 실시예에 따라, 방법(400)을 도시하는 다른 흐름도이다. 방법(400)은 그것의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을 가리움에 대해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제1 비-가려진 이미지-캡처 시스템으로부터의 이미지 데
이터를 선택하고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카메라 시스템들을 가지는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구현된다.

[0102]

더 구체적으로, 블록(402)에서, 방법(400)의 제1 반복 중에, n개의 카메라 시스템들(CSi=1부터 n)을 가지는 컴퓨팅
디바이스는 제1 카메라 시스템 CS1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한다. 추가로, 제1 반복의 블록(404)에
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제1 카메라 시스템의 시야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예를 들면, 손가락과 같은 근거리
대상)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1 카메라 시스템 CS1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
석한다. 만약 제1 카메라 시스템 CS1의 시야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았다면,
블록(406)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카메라 시스템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가 선택되고 저장된다.

[0103]

이와 달리, 만약 제1 카메라 시스템 CS1의 시야가 가려진 것으로 간주되면, 컴퓨팅 디바이스는 이미지-캡처 시스
템들 CS2 내지 CSn 중 하나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가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시야를 가지는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 블록들(402 및 404)을 다른 카메라 시스템들 CS2 내지 CSn까지 한번에 하나
씩 반복한다. 대안적으로, 만약 제1 카메라 시스템 CS1의 시야가 충분히 가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추가
적 카메라 시스템들이 평가되도록 CS1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는 적어도 다른 카메라 시스템이 방법(400)의 후속
적 반복에서 덜 가려진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유지된다.

[0104]

C. 입체적 이미징을 위한 카메라 쌍들의 선택

[0105]

일부 구현예들에서, 방법(300) 또는 (400)과 같은 예시적 방법은 그것으로 입체적 이미지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
해 동일한 디바이스 상의 3개 이상의 카메라들로부터 카메라들의 쌍을 선택하기 위해 구현된다. 예를 들면, 방
법(300)의 블록(304)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개별적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둘 다 의도되지 않은 엘리먼트에 의
해 실질적으로 가려지지 않는 시야를 가지는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쌍을 선택하기 위해 이미지-캡처 시스템들
중 2개 이상으로부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 후, 블록(306)에서, 컴퓨팅 디바이스는 입체적 이미지 데
이터를 캡처하기 위해 이미지-캡처 시스템들의 선택된 쌍을 동작시킨다.

[0106]

예를 들면, 도 1d 또는 1f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디바이스는 그것의 후면 카메라들 중 3개 이상으로 장면의 이
미지들을 캡처한다(예를 들면, 카메라들 166a 내지 166f 중 3개 이상 또는 카메라들 182a 내지 182i 중 3개 이
상). 그 후 디바이스는 어떤 이미지가 가려졌는지, 만약에 있다면, 식별하기 위해 블록(304)를 참조하여 상기
기술된 것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한다. 상기 경우에, 추가적 인자들은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들의 해당 쌍
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된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는 장면에서 오브젝트들에 대한 거리(들)를 결정하고, 결정된
거리(들)에서 오브젝트들의 입체적 형상(imagery)를 캡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베이스라인을 제공하는 카메라
로부터 이미지 쌍을 선택한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디바이스는 베이스라인이 땅과 최대한 평행한 카메
라들의 쌍으로부터 이미지들을 선택하기 위해 시도한다. 또한 다른 인자들도 입체적 이미지 쌍을 형성하기 위해
가려지지 않은 이미지들의 특정 쌍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0107]

IV. 결론

[0108]

상기 상세한 설명은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개시된 시스템들, 디바이스들 및 방법들의 다양한 구성들 및 기능들
을 기술한다. 도면들에서, 유사한 기호들은 문맥이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유사한 컴포넌트들을
식별한다. 상세한 설명, 도면들 및 청구항들에서 기술된 도시적 실시예들은 제한될 것으로 의미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다른 실시예들도 활용될 수 있고, 다른 변경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 기술되고 도면들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양태들은 매우 다양한 구성
들로 배치되고, 대체되고, 조합되고, 분리되고, 구성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본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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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0109]

도면들에서 메시지 플로우 다이어그램들, 시나리오들 및 플로우 차트들의 전부 또는 임의의 것과 관련하여, 본
명세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각 단계, 블록 및/또는 통신은 예시적 실시예들에 따라 정보의 프로세싱 및/또는
정보의 전송을 표현한다. 대안적 실시예들은 이들 예시적 실시예들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이들 대안적 실시예
들에서, 예를 들면, 단계들, 블록들, 전송들, 통신들, 요청들, 응답들 및/또는 메시지들로서 기술된 기능들은
관련된 기능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시에 또는 역순을 포함하여, 도시되거나 논의된 것과 다른 순서로 실행될
수 있다. 추가로, 더 많거나 적은 단계들, 블록들 및/또는 기능들이 본 명세서에서 논의된 임의의 메시지 플로
우 다이어그램들, 시나리오들 및 플로우 차트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이들 메시지 플로우 다이어그램들, 시
나리오들 및 플로우 차트들은 다른 것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조합될 수 있다.

[0110]

정보의 프로세싱을 표현하는 단계 또는 블록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 또는 기법의 특정 논리적 기능들을 수
행하도록 구성되는 회로에 대응한다. 대안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정보의 프로세싱을 표현하는 단계 또는 블록
은 모듈, 세그먼트 또는 프로그램 코드의 부분(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하여)에 대응한다. 프로그램 코드는 방법들
또는 기법들에서의 특정 논리적 기능들 또는 액션들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가능한 하나 이상의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코드 및/또는 관련된 데이터는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또는 기타 저장
미디어를 포함하는, 저장 디바이스와 같은 임의의 타입의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된다.

[0111]

또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레지스터 메모리, 프로세서 캐시 및/또는 RAM(random access memory)와 같은 단기
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판독가능 미디어와 같은 비-일시적 컴퓨터-판독가능 미디어를 포함한다. 또
한 컴퓨터-판독가능 미디어는 예를 들면, ROM(read only memory), 광학 또는 자기 디스크들 및/또는 CD-ROM과
같이 이차적 또는 영구적 장기간 스토리지와 같은 장기간 동안 프로그램 코드 및/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일
시적 컴퓨터-판독가능 미디어를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판독가능 미디어는 임의의 기타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스토리지 시스템들이다. 컴퓨터-판독가능 매체는 예를 들면, 컴퓨터-판독가능 저장 매체 또는 유형적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고려한다.

[0112]

추가로, 하나 이상의 정보 전송들을 표현하는 단계 또는 블록은 동일한 물리적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 및/또
는 하드웨어 간 정보 전송들에 대응한다. 그러나, 다른 정보 전송들은 서로 다른 물리적 디바이스들에서 소프트
웨어 모듈들 및/또는 하드웨어 모듈들 간이다.

[0113]

본 명세서에 다양한 양태들 및 실시예들이 개시되었지만, 다른 양태들 및 실시예들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분명해
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다양한 양태들 및 실시예들은 도시의 목적이며 제한될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고,
진정한 범위는 후속하는 청구항들에 의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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