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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촬영 화상을 얻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입력된 화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 검출 영역

과 몸통 영역을 추출하는 얼굴 검출 수단과, 얼굴 검출 회로가 추출한 얼굴 검출 영역과 몸통 영역의 휘도에 기초하여 휘도

평가량을 산출AE & AWB 검출 회로와, AE & AWB 검출 회로(21)가 산출한 휘도 평가량에 기초하여 노광량을 산출하는

CPU를 포함하는 카메라를 개시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된 화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을 추출하는 얼굴 검출 수단과,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추출한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의 휘도에 기초하여, 휘도 평가량을 산출하는 자동 노광 검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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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동 노광 검출 수단이 산출한 휘도 평가량에 기초하여 노광량을 산출하는 연산 수단을 포함하는 카메라.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연사 모드를 포함하는 촬영 모드를 지정하는 촬영 모드 지정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연산 수단은, 상기 촬영 모드 지정 수단에 의해 상기 연사 모드가 지정되고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얼굴 영역 검출에

실패하였을 때, 1코마 전의 화상과 이번 화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그 변화량이 소정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번 화상 촬

영용 노광량을, 1코마 전의 화상 촬영시의 노광량과 동일하도록 하는 카메라.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연사 모드를 포함하는 촬영 모드를 지정하는 촬영 모드 지정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연산 수단은, 상기 촬영 모드 지정 수단에 의해 상기 연사 모드가 지정되고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얼굴 영역 검출에

실패하였을 때, 1코마 전의 화상과 이번 화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그 변화량이 소정 값보다 큰 경우에는, 받아들인 화상

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 노광 검출 수단이 이번 화상 촬영용 노광량을 산출하는 카메라.

청구항 4.

발광 수단과,

입력된 화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을 추출하는 얼굴 검출 수단과,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추출한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의 휘도에 기초하여 휘도 평가량을 산출하는 자동 노광 검출 수단과,

상기 자동 노광 검출 수단이 산출한 휘도 평가량에 기초하여 상기 발광 수단의 발광량을 산출하는 연산 수단을 포함하는

카메라.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연사 모드를 포함하는 촬영 모드를 지정하는 촬영 모드 지정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연산 수단은, 상기 촬영 모드 지정 수단에 의해 상기 연사 모드가 지정되고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얼굴 영역 검출에

실패하였을 때, 1코마 전의 화상과 이번 화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그 변화량이 소정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번 화상 촬

영시의 상기 발광 수단의 발광량을 1코마 전의 화상 촬영시의 상기 발광 수단의 발광량과 동일하도록 하는 카메라.

청구항 6.

제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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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메라는 연사 모드를 포함하는 촬영 모드를 지정하는 촬영 모드 지정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연산 수단은, 상기 촬영 모드 지정 수단에 의해 상기 연사 모드가 지정되고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얼굴 영역 검출에

실패하였을 때, 1코마 전의 화상과 이번 화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그 변화량이 소정 값보다 큰 경우에는, 받아들인 화상

에 기초하여 이번 화상 촬영시의 상기 발광 수단의 발광량을 산출하는 카메라.

청구항 7.

입력된 화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을 추출하는 얼굴 검출 수단과,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추출한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의 색상에 기초하여 화이트 밸런스 조정량을 산출하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 검출 수단과,

상기 자동 화이트 밸런스 검출 수단이 산출한 화이트 밸런스 조정량에 기초하여 화이트 밸런스 제어를 행하는 연산 수단을

포함하는 카메라.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연사 모드를 포함하는 촬영 모드를 지정하는 촬영 모드 지정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연산 수단은, 상기 촬영 모드 지정 수단에 의해 상기 연사 모드가 지정되고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얼굴 영역 검출에

실패하였을 때, 1코마 전의 화상과 이번 화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그 변화량이 소정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번 화상 촬

영용 화이트 밸런스의 제어를 1코마 전의 화상 촬영시의 화이트 밸런스의 제어와 동일하도록 하는 카메라.

청구항 9.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연사 모드를 포함하는 촬영 모드를 지정하는 촬영 모드 지정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연산 수단은, 상기 촬영 모드 지정 수단에 의해 상기 연사 모드가 지정되고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얼굴 영역 검출에

실패하였을 때, 1코마 전의 화상과 이번 화상의 변화량을 산출하고 그 변화량이 소정 값보다 큰 경우에는, 받아들인 화상

에 기초하여 이번 화상 촬영시의 화이트 밸런스의 제어량을 산출하는 카메라.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물의 얼굴 검출 기능을 구비한 정지 화상 촬영용 카메라 및 동화상 촬영용 카메라에 관한 것이다.

종래 카메라는, 인물이 찍히는 스냅 촬영에서는 인물의 위치를 프레이밍의 어림짐작이나 오토 포커스 정보로부터 추측하

여, 인물의 휘도 레벨이 적정해지도록 화상 전체의 휘도 레벨을 보정하고 있다. 또, 예를 들면 일본 특허공개공보 제2005-

176028호에 개시된 것과 같이 피부색의 영역을 검출하여 그 영역의 색을 미리 정해진 피부색에 가깝게 하거나, 일본 특허

공개특허 10-2007-0068980

- 3 -



공개공보 제2001-222048호, 제2003-107567호, 제2005-184508호, 제2003-189325호, 제2003-107555호, 제2005-

086682호, 제2005-027277호, 제2005-184508호, 제2003-107567호에 개시된 것과 같이 얼굴 검출 기능을 이용하여,

검출한 얼굴의 영역을 타겟으로 하고, 농도나 색 밸런스에 착안하여 플래시의 발광량 제어, 노광 제어나 화이트 밸런스 제

어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텅스텐 광원 하에서의 화이트 밸런스 제어에서는, 기억에 가까운 색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붉은 빛이 조

금 남도록 제어하고 있다.

하지만, 얼굴 영역이나 피부색 영역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플래시의 발광량 제어나 노광 제어를 행했을 때, 역광 장면에

서 배경이 하얗게 날리거나, 화면 전체가 플레어(flare)와 같이 들뜨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텅스텐 광원 하에서

붉은 빛이 남도록 화이트 밸런스 제어를 행했을 때, 얼굴을 참조하더라도 웨딩 드레스 등의 흰색 옷도 붉은 빛을 띄게 되

고, 흰색의 기억이 다른 색 이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촬영자가 촬영 화상이 기억과 다르다고 느끼는 문제나, 연사시에는

얼굴 검출에 성공한 코마와 얼굴 검출에 실패한 코마에서 노광 제어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의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코마

간에 노광이나 색상이 불안정해지거나 하여 적정한 촬영 화상을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은 적정한 촬영 화상이 얻어지는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일 측면에 의하면, 본 발명은 입력된 화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을 추출하는 얼굴 검출 수단과,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추출한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의 휘도에 기초하여, 휘도 평가량

을 산출하는 자동 노광 검출 수단과, 상기 자동 노광 검출 수단이 산출한 휘도 평가량에 기초하여 노광량을 산출하는 연산

수단을 포함하는 카메라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본 발명은 발광 수단을 구비하는 카메라에 있어서, 입력된 화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검출하

고, 그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을 추출하는 얼굴 검출 수단과,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추출한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의 휘도에 기초하여 휘도 평가량을 산출하는 자동 노광 검출 수단과, 상기 자동 노광 검출 수단이 산출한 휘도 평

가량에 기초하여 상기 발광 수단의 발광량을 산출하는 연산 수단을 포함하는 카메라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본 발명은 입력된 화상 신호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얼굴을 포함하는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을 추출하는 얼굴 검출 수단과, 상기 얼굴 검출 수단이 추출한 얼굴 영역과 몸통 영역의 색상에 기초하여 화이트

밸런스 조정량을 산출하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 검출 수단과, 상기 자동 화이트 밸런스 검출 수단이 산출한 화이트 밸런스

조정량에 기초하여 화이트 밸런스 제어를 행하는 연산 수단을 포함하는 카메라를 개시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의 전체 구성을 나타

내는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카메라의 일례로서 디지털 카메라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의 디지털 카메라는 줌 렌즈(1), 조리개(2), 초점 렌즈(3), 촬상 소자(CCD)(4), 줌 모터(5), 조리개 모터(6), 초점

모터(7), 타이밍 발생기(8), CDS AMP(Corelated Double Sampling Amplifer) 회로(9) 및 플래시(27)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줌 렌즈(1), 조리개(2), 초점 렌즈(3) 및 촬상 소자(4)는 피사체를 촬상하는 촬상 수단을 이루고 있다.

조리개 모터(6)는 조리개(2)의 개도(開度)를 변경하는 조리개 가변부를 이루고 있다. 타이밍 발생기(8)는 셔터 스피드를

변경하는 셔터 스피드 가변부를 이루고 있다.

CDS AMP 회로(9)는 촬상 수단의 출력을 이루는 촬상 소자(4)의 출력에 대해서, 증폭도를 가변하는 게인 가변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조리개 모터(6)와 타이밍 발생기(8)와 CDSAMP 회로(9)는 촬상 수단에서의 노광 상태를 변경하는 노광 변

경 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줌 렌즈(1)의 위치는 줌 모터(5)에 의해 이동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조리개(2)의 개도는 조리개 모터(6)에 의해 제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초점 렌즈(3)의 위치는 초점 모터(7)에 의해 제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줌 렌즈(1), 조리개(2) 및 초점

렌즈(3)를 통한 피사체를 나타내는 광은 촬상 소자(4)의 수광면에 결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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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상 소자(4)는 그 수광면에 결상된 피사체를 나타내는 광을 광전 변환한다. 촬상 소자(4)로는 CCD(Charge Coupled

Device) 촬상 소자, CMOS(Complementary MOS) 촬상 소자 등이 사용된다. 촬상 소자(4)의 전면에는 색 필터가 배열되

어 있다. 색 필터의 배열 구성으로는 R(적), G(녹), B(청)의 원색계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Cy(cyan), Mg(진홍색), Ye(황

색)의 보색계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촬상 소자(4)는 타이밍 발생기(8)로부터의 타이밍 신호에 의해 구동된다.

플래시(27)는 CPU(19)로부터 지시된 발광량 및 타이밍으로 섬광을 발하는 발광 수단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는 A/D 컨버터(10), 화상 입력 콘트롤러(11), 화상 신호 처리 회로(12), 화상 압축/

신장 회로(13), 비디오 인코더(14), 화상 표시 장치(15), 모터 드라이버(16, 17, 18), CPU(19), AF(Automatic Focus) 검

출 회로(20), AE(Automatic Exposure) 및 AWB(Automatic White Balance) 검출 회로(21), 메모리(22), VRAM(23), 미

디어 콘트롤러(24), 기록 미디어(25) 및 얼굴 검출 회로(26)를 구비하고 있다. 또 본 실시예의 디지털 카메라는 셔터 스위

치(SW1), 기록/재생 스위치(SW2), 줌 스위치(SW3), 플래시 스위치(SW4) 및 촬영 모드 선택 스위치(SW5)를 구비하고 있

다.

A/D 컨버터(10)는 촬상 소자(4)가 출력하여 CDSAMP 회로(9)를 통해서 입력된 화상 신호를 디지털화한다. 화상 입력 콘

트롤러(11)는 A/D 컨버터(10)가 출력한 화상 신호를 CPU(19)로 공급한다.

화상 신호 처리 회로(12)는 입력된 화상 신호에 대해서 감마 보정, 에지 강조, 화이트 밸런스 조정 등의 화상 처리를 행한

다. 이러한 화상 처리를 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CPU(19)에 의해 설정된다. 화상 압축/신장 회로(13)는 입력된 화상 신호를

압축 부호화 한다. 화상 데이터의 압축 방식으로는 예를 들면,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가 사용된다.

JPEG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사용하여 화상 압축하기 위한 규격이다. 또한, 화상 데이터의 압축 방식은

JPEG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VRAM(Video RAM)(23)은 화상 표시 장치(15)에 표시하는 화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비디오 인코더(14)는 VRAM(23)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읽어 내고, 그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콤포넌트 컬러 비

디오 신호를 형성하여 화상 표시 장치(15)에 출력한다. 화상 표시 장치(15)는 입력된 콤포넌트 컬러 비디오 신호에 기초하

여, 컬러 화상을 표시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의 디스플레이이다.

CPU(19)는 본 디지털 카메라 전체를 제어하는 연산 수단이다. CPU(19)에는 셔터 스위치(SW1), 기록/재생 스위치(SW2),

줌 스위치(SW3), 플래시 스위치(SW4), 촬영 모드 선택 스위치(SW5) 등으로부터 입력 신호가 주어진다. 또 CPU(19)로부

터는 줌 렌즈(1)를 이동시키기 위한 줌 구동 신호, 초점 렌즈(3)를 이동시키기 위한 초점 구동 신호, 조리개(2)를 개폐시키

기 위한 조리개 구동 신호, CDSAMP 회로(9)의 게인(gain)을 제어하기 위한 게인 제어 신호가 출력된다.

메모리(22)는 CPU(19)를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한 비휘발성 메모리인 ROM(Read Only Memory) 및 CPU

(19)가 동작할 때의 워크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휘발성 메모리인 RAM(Random Access Memory)을 포함한다.

AF(Automatic Focus) 검출 회로(20)는 촬상 소자(4)의 출력에 기초하여 AF를 행하기 위한 것이다. AF 검출 회로(20)는

초점 제어를 행하기 위해서 화상 신호의 고주파 성분 레벨을 검출한다. 즉, 합초점(合焦點)에서는 화상 신호의 고주파 성분

레벨이 높아진다.

따라서, 화상 신호의 고주파 성분 레벨을 검출하면 합초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AF 검출 회로(20)에 의해 화상 신호의 고

주파 성분 레벨이 검출되고, 이 화상 신호의 고주파 성분 레벨이 소정의 초점 영역 사이에 적분되어, AF 평가값이 요구된

다. 요구된 AF 평가값이 CPU(19)로 공급된다.

얼굴 검출 회로(26)는 촬상 소자(4)가 출력한 화상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 검출 영역(A)(도 2)과, 몸통 영역(C)을 다음

순서에서 검출한다. 먼저, 얼굴 검출 회로(26)는 화상 신호 중에서 피부색 영역을 추출한다. 다음에, 먼저 추출한 영역에 대

해서 휘도 변화에 기초하여 윤곽선 추출을 행하고, 상대적으로 두 눈과 입의 위치가 되는 배치에 두 눈과 입이 존재하는지

를 확인한다. 두 눈과 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얼굴 검출 영역(A)으로 하여 검출하고, 두 눈과 입의 위치 관계에

서 그 영역의 위아래를 검출한다. 다음에, 얼굴 검출 영역(A)에 대해서, 얼굴 검출 영역(A)의 위아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아래쪽에 배치되고, 얼굴 검출 영역(A)에 소정량의 배율을 곱한 크기의 몸통 영역(C)을 추출한다. 얼굴 검출 회로(26)는

검출한 얼굴 검출 영역(A) 및 몸통 영역(C)을 CPU(19)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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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및 AWB 검출 회로(21)는 플래시의 발광량 조정, 노광 제어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행하므로, 촬상 소자(4)가 출력한

화상 신호에 기초하여 이하의 순서로 노광 제어 신호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를 형성하고, 이러한 신호를 CPU(19)로

출력한다.

노광 제어 신호란 화상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평가값을 말한다. AE 및 AWB 검출 회로(21)는 입력된 화상 신호에 대해

서, 도 2에 나타내는 얼굴 검출 회로(26)가 검출한 얼굴 검출 영역(A)의 평균 휘도(평균A)와, 화상의 바깥둘레부(G)를 제

외한 AE 연산 영역(D)으로부터 얼굴 검출 영역(A) 및 몸통 영역(C)을 제외한 영역(B)의 평균 휘도(평균B)와, 얼굴 검출 회

로(26)가 검출한 몸통 영역(C)의 평균 휘도(평균C)를 수식 1에 대입하여 휘도 평가값(노광 제어 신호)을 구한다.

휘도 평가값(노광 제어 신호)=(평균A×n+평균B+평균C×k)/(n+1+k)

여기서, n은 n>1의 미리 정해져 있는 정수이다. k값은 0≤k이고, 예를 들면,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 3에 나타내는

흐름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다.

k값은 원칙적으로 n과 같다(S21). 단, 얼굴 검출 영역(A)의 평균 휘도(평균A)가, 몸통 영역(C)의 평균 휘도(평균C)에서 양

의 정수(α)를 더한 값보다 큰 경우(S22)에 k값을 「0」으로 한다(S23). 또 얼굴 검출 영역(A)의 평균 휘도(평균A)가 몸통

영역(C)의 평균 휘도(평균C)에 양의 정수(α×0.5)를 더한 값보다 큰 경우(S24)에 k값을 「0.5」로 한다(S25). 또 얼굴 검

출 영역(A)의 평균 휘도(평균A)가, 몸통 영역(C)의 평균 휘도(평균C)에 양의 정수(β×0.5)를 뺀 값보다 큰 경우(S26)에 k

값을 「0.6」으로 한다(S27). 또 얼굴 검출 영역(A)의 평균 휘도(평균A)가, 몸통 영역(C)의 평균 휘도(평균C)에 양의 정수

(β)를 뺀 값보다 큰 경우(S28)에 k값을 「0.8」로 한다(S29).

이와 같이 얼굴 검출 영역(A)에 비해 몸통 영역(C)의 휘도가 높을수록, 몸통 영역(C)의 평균 휘도의 가중치(k)를 크게 잡은

휘도 평가값에 기초하여 플래시의 발광량 조정 및 노광 제어를 행하므로, 배경이 하얗게 날리거나 화면 전체가 플레어와

같이 들뜨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란 B 게인과 R 게인을 나타낸다. 여기서, B 게인은 화이트 밸런스 조정에서의 각 화소의 청

색 성분에 곱하는 배율이고, R 게인은 각 화소의 적색 성분에 곱하는 배율이다. 또한, 화이트 밸런스 조정에서는 각 화소의

3원색 중에서 녹색 성분은 변경하지 않고(1배), 청색 성분과 적색 성분에 대해서 각각 B 게인과 R 게인을 곱함으로써 3원

색의 밸런스를 제어한다. 다음에, B 게인과 R 게인의 산출 순서를,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처음에, 얼굴 검출 회

로(26)가 검출한 얼굴 검출 영역(A)의 모든 화소의 적색 성분의 평균값, 녹색 성분의 평균값, 청색 성분의 평균값의 조합으

로부터 구한 L*a*b값을 총칭하여 Lab_F, 몸통 영역(C)에 대한 같은 조합을 Lab_B, 화면 전체에 대한 같은 조합을 Lab_A

라고 한다. 먼저, AE & AWB 검출 회로(21)는 피부색을 구성하는 적청록색 성분(Rs, Bs, Gs)의 비율(Rs:Bs:Gs)과, Lab_F

의 적청록색 성분(Rf, Bf, Gf)의 적색 성분에 보정 전 R 게인(Gr), 청색 성분에 보정 전 B 게인(Gb)을 곱한 비율

(Rf×Gr:Bf×Gb:Gf)이 같아지는, 즉 수식 2를 만족시키는 보정 전 R 게인(Gr), 보정 전 B 게인(Gb)을 산출한다(S1).

Rs:Bs:Gs=Rf×Gr:Bf×Gb:Gf

다음에, AE & AWB 검출 회로(21)는 입력된 화상 신호가 텅스텐 광원하에서 촬영된 화상인지를 판정한다. 판정의 첫번째

조건은, 도 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R 게인을 횡축, B 게인을 종축으로 하는 2차원 공간에서, 보정 전 B 게인과 보정 전 R

게인의 조합에 의해 나타나는 점이 소정 영역(D) 내에 있는 것이며, 두 번째 조건은, 얼굴 검출 영역의 화소마다 색의 표준

편차가 소정 값 이하인 것이다(S2). 적어도 어느 한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AE & AWB 검출 회로(21)는 보정

전 B 게인과 보정 전 R 게인의 값을 그대로 B 게인, R 게인으로 한다(S3). 두가지 조건이 성립했을 때에는, 화상 내의 인물

이 흰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색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판정 조건은 Lab_B를 Lab_F와 비교했을 때, 이하의 세가

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S4).

휘도가 높다

채도가 낮다(무채색에 가까움)

표준 편차가 소정 값 이하이다(분포가 분산되어 있지 않다)

세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AE & AWB 검출 회로(21)는 종축을 B 게인, 횡축을 R 게인으로 하는

2차원 공간에서, 보정 전 B 게인과 보정 전 R 게인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점을, 소정의 룰로 도 5에 나타내는 제한 라인(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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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R 게인축 쪽으로 이동한 점의 좌표를 보정 후의 B 게인, R 게인으로 한다(S5). 이와 같이 텅스텐 광원 하에서 촬영

한 화상에 대해서는, (2)의 결과에 비해 B 게인을 줄이고, R 게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들 값을 보정함으로써 붉은 빛을 남

긴 화상으로 만들고 있다.

세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킬 때에는, AE & AWB 검출 회로(21)는 종축을 B 게인, 횡축을 R 게인으로 하는 2차원 공간에

서, 보정 전 B 게인과 보정 전 R 게인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점을, 소정 룰로 도 5에 나타내는 제한 라인(L2)보다도 B 게인

축 쪽으로 이동한 점의 좌표를 보정 후의 B 게인, R 게인으로 한다(S6). 여기서, 제한 라인(L2)은 제한 라인(L1)보다 B 게

인축 쪽에 있기 때문에, 텅스텐 광원 하에서도 몸통 영역(C)이 흰색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색인 경우에는, 텅스텐 광원 하에

서의 조건만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처럼 붉은 빛을 남기지 않고 흰 색을 재현하고 있다.

셔터 스위치(SW1)는 기록 모드시를 선택하면 화상을 촬영하는 스위치이다.

기록/재생 스위치(SW2)는 화상을 촬영하는 기록 모드, 또는 촬영한 화상을 화상 표시 장치(15)에 표시하는 재생 모드로,

본 디지털 카메라를 설정하는 스위치이다.

줌 스위치(SW3)는 기록 모드일 때 줌 렌즈(1)를 이동시키는 스위치이다.

플래시 스위치(SW4)는 플래시(27)의 발광/발광 금지를 설정하는 스위치이다.

촬영 모드 선택 스위치(SW5)는 셀프 타이머 모드, 연사 모드, 단사 모드, 브래킷 모드 중에서, 촬영 상황 등에 따라 하나의

촬영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미디어 콘트롤러(24)는 기록 미디어(25)에 데이터를 읽고 쓰기하는 기능이다.

기록 미디어(25)는 압축 부호화된 화상 신호가 화상 파일로 기록되는 미디어이고,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카드

형 착탈 가능한 메모리가 사용된다. 또한, 기록 미디어(25)로는 디지털 카메라 내장 비휘발성 메모리, 자기 테이프, 자기 디

스크, 광 디스크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음에, 본 디지털 카메라에 전원을 ON으로 한 시점부터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전원 스위치(도시 생략)의 조작으로

본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전원이 ON/OFF된다. 전원이 ON으로 되면, 본 디지털 카메라는 메모리, 줌 조절(zooming),

DSP, 각종 드라이버(16, 17, 18) 등의 초기화를 행한다.

기록/재생 스위치(SW2)가 기록 모드로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화상 촬영시 이외에도 촬상 소자(4)는 정기적으로 화상을

받아들이고, CDSAMP 회로(9), A/D 컨버터(10) 및 화상 입력 콘트롤러(11)를 통해서 화상 신호가 CPU(19)로 입력된다.

CPU(19)는 이 디지털 화상 신호를 화상 신호 처리 회로(12)로 출력함과 동시에, 얼굴 검출 회로(26)로 출력한다. 화상 신

호 처리 회로(12)는 입력된 화상 신호에 대해서 감마 보정, 에지 강조, 화이트 밸런스 조정 등의 화상 처리를 행한다. 이 화

상 신호는 CPU(19)를 통해서 화상 데이터로서 VRAM(23)에 저장된다. 비디오 인코더(14)는 VRAM(23)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를 참조하여 콤포넌트 컬러 비디오 신호를 형성하고, 이 콤포넌트 컬러 비디오 신호를 화상 표시 장치(15)로

출력한다. 화상 표시 장치(15)는 이 콤포넌트 컬러 비디오 신호를 표시하므로, 화상 표시 장치(15)에는 촬영 중인 모니터

화상이 표시된다.

한편, CPU(19)로부터 화상 신호를 받은 얼굴 검출 회로(26)는, 그 결과, 얼굴 영역 및 몸통 영역의 위치를 검출하여 CPU

(19)로 출력한다. CPU(19)는 얼굴 영역 및 몸통 영역의 위치를 받으면, 이 얼굴 영역 및 몸통 영역의 위치와 디지털 화상

신호를 AE & AWB 검출 회로(21)에 입력하고, 그 결과, 노광 제어 신호와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를 취득한다. CPU(19)

는 플래시 스위치(SW4)가 발광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노광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플래시의 발광량 및 노광량을 산출

하고, 발광 금지로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노광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노광량을 산출한다. CPU(19)는 산출한 노광량에 기

초하여 조리개 구동 신호와 게인 설정 신호를 출력한다. 그리고, 조리개 구동 신호는 모터 드라이버(17)을 통해서 조리개

모터(6)에 공급되고, 소정의 신호 레벨이 되도록 조리개(2)의 개도가 제어된다. 또한 게인 설정 신호는 CDSAMP 회로(9)

에 공급되고, 소정의 신호 레벨이 되도록 CDSAMP 회로(9)의 게인이 제어된다. 또한 CPU(19)는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

에 기초하여, 화상 신호 처리 회로(12)에 B 게인 및 R 게인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언제라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광 및 화

이트 밸런스 조정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제어되어 있다.

또한, 이 때 줌 스위치(SW3)가 조작되면, 이에 따라 CPU(19)가 줌 구동 신호를 출력한다. 이 줌 구동 신호는 모터 드라이

버(16)을 통해서 줌 모터(5)에 공급되고, 줌 모터(5)에 의해 줌 렌즈(1)가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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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화상 촬영시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촬영 모드 선택 스위치(SW5)가 단사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

하기로 한다. 셔터 스위치(SW1)가 눌러지면, CPU(19)가 이것을 검지하여 타이밍 발생기(8)로 셔터 신호가 보내지고, 그

때의 화상이 촬상 소자(4)에 받아들여진다. 이 때, 플래시 스위치(SW4)가 발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술한 노광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산출된 발광량을 지정하는 발광 신호가 플래시(27)로 보내지고, 촬상 소자(4)에 화상이 받아들여지

는 타이밍에 플래시(27)는 섬광을 발한다. 촬상 소자(4)는 받아들인 화상을 아날로그 화상 신호로 출력한다. 이 아날로그

화상 신호는 CDSAMP 회로(9)에 의해 게인 제어되고, A/D 컨버터(10)에서 디지털 화상 신호로 변환된다. 이 디지털 화상

신호는 화상 입력 콘트롤러(11)를 통해서 CPU(19)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 받아들여진 디지털 화상 신호는 화상 신호 처

리 회로(12)에서 감마 보정, 에지 강조, 화이트 밸런스 조정, YC 변환 등의 화상 처리가 행해지고, 화상 압축/신장 회로(13)

에서 데이터 압축되어 화상 파일로서 기록 미디어(25)에 기록된다.

다음에, 촬영 모드 선택 스위치(SW5)가 연사로 선택되고, 연사 모드로 촬영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연사 모

드란, 셔터 스위치(SW1)가 눌러지면 규정 코마수를 연속해서 촬영하는 모드이고, 각 코마의 촬영에 관한 동작은, 단사 모

드에서 CPU(19)가 타이밍 발생기(8)로 셔터 신호를 보내고 난 후의 동작과 같다. 여기서는, 각 코마에서의 촬영 설명은 생

략하기로 하고, 코마간에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연사 모드에서는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1코마 촬

영한 후에도, 다음 코마의 촬영용 AE/AWB 처리로서 상술한 화상 촬영시 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촬상 소자(4)가 받아

들인 화상 및 얼굴 검출 회로(26)의 출력 결과에 기초하여, AE & AWB 검출 회로(21)가 노광 제어 신호와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이들 신호에 기초하여 CPU(19)가 조리개(2)의 개도와 CDSAMP 회로(9)의 게인을 제어하는 노광

제어, 및 화상 신호 처리 회로(12)에 B 게인과 R 게인을 설정하는 화이트 밸런스 제어에 더하여, 플래시 스위치(SW4)가 발

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래시(27)의 발광량을 제어하는 발광량 제어가 행해진다. 그러나, 2코마째 이후에 대해

서는, CPU(19)는 도 7에 나타내는 흐름으로 코마마다 발광량, 노광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어를 행한 후에 화상을 촬영

한다.

예를 들면, 연사를 통해서 화상 변화가 적으며, k-1코마째까지는 얼굴이 찍혀 있고, k코마째부터 얼굴이 찍히지 않는 경우

의 연사 모드에서 촬영을 생각한다. 이 경우, 1코마째에서는 얼굴 검출 회로(26)가 얼굴 검출에 성공하고, 그 결과를 사용

한 발광량, 노광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어를 행한 후에 화상 촬영을 행한다. 이 후, 2코마째 이후 k-1코마째까지는,

CPU(19)는 먼저, 촬상 소자(4)가 받아들인 화상을 얼굴 검출 회로(26)에 입력하고, 얼굴 검출 회로(26)는 입력된 화상에

대해서 얼굴 검출을 행하여, 그 결과인 얼굴 검출 영역을 CPU(19)로 출력한다(S11). 다음에, S12 단계에서는, 얼굴 검출

에 성공했는지를 판정한다. 여기서, 2코마째에서는 얼굴 검출에 성공했으므로 S13 단계로 이동한다. CPU(19)는 촬상 소

자(4)가 받아들인 화상과 얼굴 검출 영역을 AE & AWB 검출 회로(21)에 입력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노광 제어 신호와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발광량, 노광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어가 행해졌다(S13). k-1코마째까지의 얼굴

이 찍혀 있는 각 코마에서는 마찬가지로 발광량, 노광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어가 행해진다.

다음에, k코마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화상에 얼굴이 찍혀 있지 않으므로, 촬상 소자(4)가 받아들인 화상을 CPU(19)가

얼굴 검출 회로(26)에 입력하지만, 얼굴 검출 회로(26)는 입력된 화상에 대한 얼굴 검출에 실패하고, 그러한 내용을 CPU

(19)로 출력한다(S11). 다음에, S12 단계에서는 얼굴 검출에 성공했는지를 판정한다. 여기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얼굴 검

출에 실패했으므로 S14 단계로 이동한다. S14 단계에서는, 코마간에 화상 변화가 적은지를 판정한다. 판정은 이하의 수식

3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행한다.

abs(ave[n]-ave[n-1])<α, 또한, abs(1-((R[n]×G[n-1])/(G[n]×R[n-1]))<β, 또한, abs(1-((R[n]×G[n-1])/(G[n]

×R[n-1]))<γ

여기서, α, β, γ는 작은 양의 정수, abs(x)는 x의 절대값을 취하는 함수이며, ave[n]은 n코마째의 화상의 휘도 평균값, R

[n], G[n], B[n]은 각각 n코마째 화상의 적색, 녹색, 청색 성분의 평균값이다.

여기서는, 코마간에 화상 변화가 적다고 했으므로 수식 (3)을 만족하고, 즉 S14 단계의 조건이 성립되어 S15 단계로 이동

한다. S15 단계에서는 발광량 제어, 노광 제어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는 이전 코마(k-1코마째)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해진

다. 다음에, k+1코마째 이후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얼굴은 찍히지 않으며, 코마간에 화상 변화가 적다고 했으므로, 마찬가

지로 S12 단계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S14 단계는 조건이 성립하여 단계 15로 이동한다. S15 단계에서는 발광량 제어,

노광 제어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는 이전 코마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해진다. 이와 같이 화상 변화가 적은 경우에는, 도중에

얼굴이 찍히지 않더라도 얼굴이 찍힌 마지막 코마와 동일한 발광량 제어, 노광 제어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로 촬영되기 때

문에, 코마간에 안정된 노광 및 색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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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다른 실시예로서 연사를 통해 화상 변화가 심하고, k-1코마째까지는 얼굴이 찍혀 있으며, k코마째부터 얼굴이 찍

히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술한 연사를 통해 화상 변화가 적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1코마째에서는 얼굴 검출

회로(26)가 얼굴 검출에 성공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발광량, 노광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어를 행한 후에 화상을 촬영한

다. 다음에, 2코마째 이후 k-1코마째까지는, CPU(19)는 먼저, 촬상 소자(4)가 받아들인 화상을 얼굴 검출 회로(26)에 입

력하고, 얼굴 검출 회로(26)는 입력된 화상에 대해서 얼굴 검출을 행하며, 그 결과인 얼굴 검출 영역을 CPU(19)로 출력한

다(S11). 다음에, S12 단계에서는 얼굴 검출에 성공했는지를 판정한다. 여기서, 2코마째에서는 얼굴 검출에 성공했으므로

S13 단계로 이동한다. CPU(19)는 촬상 소자(4)가 받아들인 화상과 얼굴 검출 영역을 AE & AWB 검출 회로(21)에 입력하

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노광 제어 신호와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발광량, 노광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

어가 행해진다(S13). k-1코마째까지의 얼굴이 찍혀 있는 각 코마에서는 마찬가지로 발광량, 노광 및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어가 행해진다.

다음에, k코마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화상에 얼굴이 찍혀 있지 않으므로, 촬상 소자(4)가 받아들인 화상을 CPU(19)가

얼굴 검출 회로(26)에 입력하지만, 얼굴 검출 회로(26)는 입력된 화상에 대한 얼굴 검출에 실패하여 그러한 내용을 CPU

(19)로 출력한다(S11). 다음에, S12 단계에서는 얼굴 검출에 성공했는지를 판정한다. 여기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얼굴 검

출에 실패했으므로 S14 단계로 이동한다. S14 단계에서는 코마간에의 화상 변화가 적은지를 판정한다. 판정은 상술한 수

식 3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행한다. 여기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코마간에 화상 변화가 심하다고 했으므로 수식 3을 만족하

지 않으며, S14 단계에서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S16 단계로 이동한다. S16 단계에서는 CPU(19)는 받아

들인 화상에 기초하여, AE & AWB 검출 회로(21)가 출력한 노광 제어 신호와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를 취득한다. 또한,

취득한 이러한 신호에 기초하여 발광량 제어, 노광 제어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를 실시한다.

다음에, k+1코마째 이후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얼굴은 찍히지 않고, 코마간에 화상 변화가 심하다고 했으므로, 마찬가지

로 S12 단계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S14 단계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S16 단계로 이동한다. S16 단계에서는, CPU

(19)는 얼굴 검출 회로(26)가 출력하는 얼굴 검출 영역과 몸통 영역을, AE & AWB 검출 회로(21)에 입력하고, 이러한 정

보와 촬상 소자(4)가 출력한 화상 신호에 기초하여, AE & AWB 검출 회로(21)가 출력한 노광 제어 신호와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를 취득한다. 또한, 취득한 이들 신호에 기초하여 발광량 제어, 노광 제어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를 실시한다. 이

와 같이 코마간에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각 코마에서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광량 제어, 노광 제어와 화이트 밸런스 제

어를 행하여 최적화된 화상 촬영을 한다. 이로써, 각 코마의 상황에 맞춘 촬영 화상이 얻어진다.

기록/재생 스위치(SW2)가 재생쪽으로 조작되면 재생 모드로 설정된다. 재생 모드에서는 CPU(19)에 의해 미디어 콘트롤

러(24)를 통해서 기록 미디어(25)의 화상 파일이 열려 화상 데이터가 읽혀진다. CPU(19)는 기록 미디어(25)로부터 읽어

들인 화상 데이터를 화상 압축/신장 회로(13)에 공급한다. 화상 압축/신장 회로(13)는 화상 데이터의 신장 처리를 행하고,

그 결과인 화상 데이터를 VRAM(23)에 저장한다. 비디오 인코더(14)는 VRAM(23)의 화상 데이터를 참조하여 콤포넌트

컬러 비디오 신호를 생성하고, 이것을 화상 표시 장치(15)에 공급한다. 화상 표시를 위해서, 저장 화상 표시 장치(15)에 재

생 화상이 비춰진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발광량 제어와 노광 제어를 동일한 휘도 평가값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휘도 평가값의

산출시 가중치(식 (1)의 k)를 변경하는 등, 다른 산출 방법으로 구한 값에 기초하여 각각 발광량 제어와 노광 제어를 행할

수도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술했으나, 구체적인 구성은 본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

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얼굴 검출 영역의 휘도와 몸통 영역의 휘도를 바탕으로 생성한 노광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노광의 제어

를 하므로, 역광 장면에서도 배경이 하옇게 날리거나 화면 전체가 플레어와 같이 들뜨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적

정한 촬영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얼굴 검출 영역의 휘도와 몸통 영역의 휘도를 바탕으로 생성한 노광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발광량

의 제어를 행하므로, 역광 장면에서도 배경이 하얗게 날리거나, 화면 전체가 플레어와 같이 들뜨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

지하여 적정한 촬영 화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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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얼굴 검출 영역의 색상과 몸통 영역의 색상을 바탕으로 생성한 화이트 밸런스 제어 신호에 기초하

여 화이트 밸런스의 제어를 행하므로, 텅스텐 광원 하에서도 흰색 옷이 붉은 빛을 띄며 촬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적정한 촬

영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얼굴 검출 영역(A), AE 연산 영역에서 얼굴 검출 영역 및 몸통 영역(C)을 제외한 영역

(B), 몸통 영역(C)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휘도 평가값 산출 가중치 계수(k)를 정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AE & AWB 검출 회로에 의한 B 게인과 R 게인 산출의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텅스텐 광원하에서의 화이트 밸런스 조정 제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카메라의 연사 모드에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연사 모드에서의 CPU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단한 설명 *

1: 줌 렌즈 2: 조리개

3: 초점 렌즈 4: 촬상 소자

5: 줌 모터 6: 조리개 모터

7: 초점 모터 8: 타이밍 발생기

9: CDS AMP 10: A/D 컨버터

11: 화상 입력 콘트롤러 12: 화상 신호 처리 회로

13: 화상 압축/신장 회로 14: 비디오 인코더

15: 화상 표시 장치 16, 17, 18: 모터 드라이버

19: CPU 20: AF 검출 회로

21: AE & AWB 검출 회로 22: 메모리

23: VRAM 24: 미디어 콘트롤러

25: 기록 미디어 26: 얼굴 검출 회로

27: 플래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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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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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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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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