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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촬상장치, 촬영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스틸카메라 등에 있어서, 소형경량, 휴대성, 취급용이를 손상하는 일 없이 간단, 또한 확실하게 소프트포커스촬
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셔터키가 눌러졌을 때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다면(SA1, SA2가 모두 YES)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 in-focus image)을 촬상하여 그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하고(SA4), 계속해서 포
커스위치를 전핀트나 후핀트로 변경하여(SA5)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 out-of-focus image)을 촬상한
후(SA6) 제 2 화상을 제 1 화상에 합성하고(SA7),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보존하며(SA8), 합성된 화상에 있어서
는, 주요한 피사체의 윤곽의 주위가 흐릿한 상태의 소프트포커스화상으로 되어 셔터키를 1회 누른다는 통상의 촬상
조작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소프트포커스촬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전자스틸카메라, 소프트포커스, 화상, 피사체, 핀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각 실시형태에 공통하는 전자스틸카메라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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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캡쳐모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캡쳐모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캡쳐모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5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캡쳐모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6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캡쳐모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7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캡쳐모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챠트.

도 8은 본 발명의 제 7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캡쳐모드에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챠트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고정렌즈 2: 포커스렌즈

3: 조리개 4: CCD

5: 조리개구동부 6: TG(Timing Generator)

7: 수직드라이버(V드라이버) 8: 유닛회로

9: 구동기구 10: MPU(Micro Processing Unit)

11: AF드라이버 12: TFT액정모니터

13: 플래시메모리 14: 전원회로

15: 조작키 16: DRAM

17: PROM 18: 내장스트로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촬상장치, 촬영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종래 사진의 촬영방법의 하나로서 소프트포커스촬영이 있다. 소프트포커스촬영은 예를 들면 인물사진에 있어서 인
물을 샤프에, 그 주위를 소프트에 표현하는 것이다. 또 은염카메라에 있어서는 소프트포커스촬영을 실시하기 위한
전용의 필터나 전용의 촬영렌즈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이용함으로써 누구나가 소프트포커스촬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전용의 필터나 전용의 촬영렌즈가 없는 경우에는 촬영렌즈(또는 필터)의 표면에 바셀린 등
을 바른다는 간이한 방법도 있다.

그러나 소프트포커스촬영을 전자스틸카메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제가 있었다. 전자스틸카메라에서는 고
급기는 별도로 촬영렌즈의 교환을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사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용의 필터를 휴대하는 것은 소
형경량, 휴대성, 취급용이가 신상의 전자스틸카메라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자스틸카메라는 촬영
렌즈의 구경이 작고, 표면에 바셀린 등을 발라도 양호한 촬영효과를 얻는 것이 곤란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간단한 구성으로 소프트포커스촬영이 가능한
촬상장치, 촬영방법 및 촬영방법프로그램을 기록한 기억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항 1의 발명에 있어서는, 피사체상을 촬상하는 촬상부, 상기 촬상부에 촬상을 지시하는 촬상지시부, 상기 촬상
부가 촬상하는 피사체상의 포커스를 조정하는 포커스조정부, 상기 촬상지시부에 의한 1회의 지시에 따라 피사체상
을 복수회 촬상시키고, 복수회의 촬상 중 하나는 상기 포커스조정부의 구동에 의해 초점이 맞은 상태의 화상이며,
다른 하나는 상기 포커스조정부의 구동에 의해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의 화상이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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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촬상된 상기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의 초점이 맞은 화상과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합성한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합성부, 및 상기 합성부에 의해 생성된 합성화상을 기억하는 합성화상기
억부를 구비한 것으로 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제 1 실시형태)

도 1은 본 발명에 관련되는 전자스틸카메라의 전기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전자스틸카메라는 AE(자동
노출제어)기능, 콘트래스트방식의 AF(오토포커스)기능을 구비하는 동시에 촬영시의 동작모드로서 소프트포커스모
드가 설치된 것이다.

본 실시형태의 전자스틸카메라는 고정렌즈(1), 포커스렌즈(2), 조리개(3)를 통하여 결상된 피사체상을 촬상하는 촬
상부인 CCD(4)와, 조리개(3)의 개방정도를 변화시키는 조리개구동부(5), CCD(4)를 구동하기 위한 TG(Timing
Generator)(6) 및 수직드라이버(V드라이버)(7)와, CCD(4)로부터 출력된 촬상신호를 홀딩하는 CDS(Correlated
Double Sampling), 그 촬상신호를 증폭하는 게인조정앰프(AGC: Auto Gain Controller), 증폭후의 촬상신호를 디
지털신호로 변환하는 A/D변환기(AD)로 이루어지는 유닛회로(8)를 갖고 있다. 상기 포커스렌즈(2)는 AF모터 등으
로 이루어지는 구동기구(9)에 홀딩되어 있으며, 포커스렌즈(2)는 구동기구(9)가 MPU(Micro Processing
Unit)(10)의 제어에 의해 AF드라이버(11)를 통하여 구동됨으로써 광축방향으로 이동하고, CCD(4)에 결상되는 피
사체상의 포커스를 조정한다. 즉 포커스렌즈(2)와 구동기구(9) 및 AF드라이버(11)에 의하여 본 발명의 포커스조정
부가 구성되어 있다. 또 AE제어시에는 CCD(4)가 MPU(10)로부터 보내지는 셔터펄스에 의거하여 TG(6)와 V드라
이버(7)에 의해 구동되고, 그 전하축적시간을 제어한다. 이것에 의해 전자셔터가 실현되는 동시에 MPU(10)로부터
조리개구동부(5)에 보내지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조리개(3)의 개방정도가 제어된다.

MPU(10)는 각종의 신호처리 및 화상처리기능을 구비한 것이고, 유닛회로(8)를 거쳐서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촬상
신호로부터 비디오신호를 생성하고, CCD(4)에 의하여 촬상한 피사체상을 스루(through)화상으로서 TFT액정모니
터(12)에 표시시킨다. 또 촬영시에는 촬상신호를 압축하여 소정의 포맷의 화상파일을 생성하고, 그것을 플래시메모
리(13)(본 발명의 기억부)에 기억시키며, 재생시에는 압축한 화상파일을 신장하여 TFT액정모니터(12)에 표시시킨
다.

또한 MPU(10)에는 전지 등의 전원을 포함하는 전원회로(14), 셔터키 등의 각종의 스위치를 포함하는 조작키(15),
DRAM(16), PROM(17), 내장스트로보(18)가 접속되어 있다. DRAM(16)은 MPU(10)의 작업용의 메모리인 동시에
촬영시에는 유닛회로(8)를 거쳐서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1프레임분의 촬상신호를 축적하는 화상메모리로서도 기능
한다. PROM(17)은 MPU(10)에 의한 각부의 제어 및 각종 데이터처리에 필요한 동작프로그램이 기록된 프로그램
ROM이고,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특히 MPU(10)를 본 발명의 제어부, 합성부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
억되어 있다. 또한 PROM(17)은 프로그램 등의 기억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 개서 가능한 메모리이어도 좋다. 또 상
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그 일부가 플래시메모리(13)에 기억되는 구성이어도 상관없다.

다음으로 상기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스틸카메라의 촬영시에 있어서의 동작을 도 2의 플로챠트에 따라서 설명
한다. 이 플로챠트는 TFT액정모니터(12)에 스루화상을 표시하는 캡쳐모드(촬영모드)가 선택된 촬영대기상태에서
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전자스틸카메라가 갖는 AF기능이 ON상태로 되어 있는 것
으로 한다.

전자스틸카메라는 셔터키(본 발명의 촬상지시부)가 눌러지면(스텝SA1에서 YES) 우선 촬영자에 의하여 소프트포
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이러한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스텝SA2에서 NO) CCD(4)
에 의해 화상을 입력하여 화상(피사체화상)을 촬상하고(스텝SA7), 촬상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
존한다(스텝SA8).

또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스텝SA2에서 YES) 그 상태에서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고
그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한다(스텝SA4). 계속해서 포커스렌즈(2)를 구동하여 포커스위치를 변경한 후(스텝
SA5)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한다(스텝SA6). 또한 스텝SA5에서 변경할 포커스위치는 전핀트와
후핀트의 어느 쪽인가 한쪽인 동시에 포커스렌즈(2)의 이동량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소정량이다. 그러한 후 제 1 화
상과 제 2 화상을 평균화함으로써 나중에 촬상한 제 2 화상을 먼저 촬상한 제 1 화상에 합성하고(스텝SA7),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존한다(스텝SA8). 이것에 의해 1회의 촬영동작을 종료한다.

여기에서 상기 스텝SA7의 합성처리에 의하여 생성되는 화상, 즉 합성화상에 있어서는 피사체상에 핀트가 맞은 초
점이 맞은 화상에 핀트가 어긋난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이 합성된 것이고, 상기 합성화상은 주요한 피사체의 윤곽의
주위가 흐릿한 상태의 화상, 즉 소프트포커스화상으로 된다. 따라서 촬영자는 셔터키를 1회 누른다는 통상의 촬상
동작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소프트포커스촬영을 실시할 수 있다. 게다가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전용의 필터나 전용
의 촬영렌즈의 준비나 촬영렌즈(고정렌즈(1))의 표면에 바셀린 등을 바른다는 준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스틸
카메라에 요구되는 소형경량, 휴대성, 취급용이도 유지할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소프트포커스모드에서는 먼저 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고 나중에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하기 때문에, 피사체에 움직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가 의도한 상태의 피사체가 초점이 맞은 화상으로
서 촬상됨으로써, 항상 촬영자가 의도한 상태의 피사체가 확실히 비추어진 소프트포커스화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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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한 처리와는 별도로, 초점이 맞은 화상에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합성할 때 화상인식기술을 이용하여 미
리 초점이 맞은 화상과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어긋남(어긋남방향과 어긋남량)을 검출하고, 그 검출결과에 따라서
초점이 맞은 화상에 대한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합성위치를 보정하도록 해도 좋다. 그 경우에는 보다 자연스러운
소프트포커스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스텝SA7에 있어서 초점이 맞은 화상에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단순히 합성하는 경우를 나
타냈는데, 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양 화상을 합성할 때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보다도 초점이 맞은 화
상의 비율을 많게 하는 가중처리 등을 실시하는 편이 보다 자연스러운 소프트포커스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 상기한 스텝SA5에 있어서,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에 앞서서 포커스위치를 변경할 때의 포커
스렌즈(2)의 이동량을 미리 결정한 소정량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이동량을 촬영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소프트
포커스의 효과정도에 따른 이동량으로 하거나, 줌기능을 갖는 구성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줌배율에 따라서 결정
된 이동량으로 하거나 해도 좋다. 또한 포커스위치의 변경량을 촬영자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사용자가 소
프트포커스의 정도를 기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함이 향상한다.

(제 2 실시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 1에 나타낸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서,
MPU(10)를 본 발명의 제어부, 촬상조건설정부, 노출제어부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
다.

이하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서, 캡쳐모드가 선택된 촬영대기상태에서의 동작을 도 3의 플
로챠트에 따라서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전자스틸카메라가 갖는 AE기능이 ON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전자스틸카메라는 셔터키가 눌러졌을 때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스텝SB1에서 YES, 스텝SB2
에서 NO) 피사체화상을 촬상하고(스텝SB3), 촬상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존한다(스텝SB9). 또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스텝SB2에서 YES) 그 상태에서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여 그
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하고(스텝SB4), 계속해서 포커스렌즈(2)를 구동하여 포커스위치를 변경한다(스텝
SB5). 또한 여기까지의 동작은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한편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포커스위치의 변경후에 또한 촬상시에 제어해야할 적정노출량의 설정값을 「＋」(노
출오버)측으로 변경한 후(스텝SB6)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한다(스텝SB7). 그리고 나중에 촬상한
제 2 화상을 먼저 촬상한 제 1 화상에 합성하고(스텝SB8),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존한다
(스텝SB9). 이것에 의해 1회의 촬영동작을 종료한다. 또한 스텝SB8에 있어서의 합성처리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
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는 적정노출량의 설정값을 노출오버
측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이 초점이 맞은 화상보다도 밝아진다. 따라서 소프트포커스화상에
있어서의 흐릿한 상태를 소프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적정노출량의 변경량을 촬영자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
록 하면 사용자가 상기 흐릿한 상태를 기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함이 향상한다. 또한 이것
이외의 효과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제 3 실시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 1에 나타낸 구성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
서, MPU(10)가 유닛회로(8)의 게인조정앰프(AGC)에 있어서의 게인을 RGB마다 제어하는 AWB(오토화이트밸런
스)기능을 가지며, PROM(17)에는 MPU(10)를 본 발명의 촬상조건설정부로서 기능시키고, 또한 유닛회로(8)와 함
께 본 발명의 화이트밸런스제어부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서, 캡쳐모드가 선택된 촬영대기상태에서의 동작을 도 4의 플
로챠트에 따라서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전자스틸카메라가 갖는 AWB기능이 ON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촬영조작시에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스텝SC1, SC2가 모두
YES)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여 그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하고(스텝SC4), 계속해서 포커스렌
즈(2)를 구동하여 포커스위치를 변경한다(스텝SC5). 또한 여기까지의 동작 및 촬영조작시에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작(설명은 생략한다)은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와 똑같다.

한편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포커스위치의 변경후에, 또한 제 1 화상의 촬상시점에서 설정되어 있었던 화이트밸
런스, 즉 유닛회로(8)의 게인조정앰프(AGC)에 있어서의 RGB마다의 게인의 설정값을 변경한 후(스텝SC6), 제 2 화
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한다(스텝SC7). 그리고 나중에 촬상한 제 2 화상을 먼저 촬상한 제 1 화상에 합성
하고(스텝SC8)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존한다(스텝SC9). 이것에 의해 1회의 촬영동작을
종료한다. 또한 스텝SC8에 있어서의 합성처리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 화이트밸런스의 설정내용을 변
경함으로써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에 있어서의 색밸런스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환상적인 소
프트포커스화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화이트밸런스의 설정내용을 촬영자가 사전에 설정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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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RGB 중의 임의의 색을 강하게(또는 약하게) 하거나, 그 정도를 지정하거나 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하면 촬
영자의 기호에 따른 환상적인 소프트포커스화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함이 향상한다. 또한 이것 이
외의 효과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 2 실시형태와 달리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 화이트밸런스의 설정
내용을 제 1 화상의 촬상시점과 다른 설정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제 2 화상의
촬상시점, 보다 구체적으로는 CCD(4)가 출력한 촬상신호에 의거하는 1프레임분의 화상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촬상조검의 설정내용을 제 1 화상의 촬상시점과 다른 설정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해도 좋다. 그 경우
에는 설정내용을 변경하는 촬상조건에 따른 효과를 소프트포커스화상에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2 화상의 촬상
시에 있어서의 조리개값을 개방측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 2 화상에 있어서의 피사계심도를 얕게 함으로써, 중심으
로 되는 피사체 이외의 부분의 흐릿함정도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촬영자가 촬상조건의 설정내용
의 변경정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하기에 편리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제 2 실시형태의 적
정노출량의 변경에 가하여 화이트밸런스의 설정내용의 변경도 실시해도 좋다.

(제 4 실시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 1에 나타낸 구성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
서, PROM(17)에 MPU(10)를 본 발명의 화상처리부, 화상처리내용설정부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억되
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서 캡쳐모드가 선택된 촬영대기상태에서의 동작을 도 5의 플
로챠트에 따라서 설명한다. 즉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촬영조작시에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스텝
SD1, SD2가 모두 YES)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여 그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하고(스텝SD4),
계속해서 포커스렌즈(2)를 구동하여 포커스위치를 변경한다(스텝SD5). 또한 여기까지의 동작 및 촬영조작시에 소
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작(설명은 생략한다)은 상기한 다른 실시형태와 똑같다.

한편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포커스위치의 변경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화질조정기능의 하나인 샤프네스(윤곽강
조)의 설정내용을 제 1 화상의 촬상시점에서 설정되어 있었던 강조단계보다도 소프트측으로 변경한 후(스텝SD6)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한다(스텝SD7). 그리고 나중에 촬상한 제 2 화상을 먼저 촬상한 제 1 화상
에 합성하고(스텝SD8),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존한다(스텝SD9). 이것에 의해 1회의 촬영
동작을 종료한다. 또한 스텝SD8에 있어서의 합성처리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이러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 샤프네스의 설정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에 있어서의 흐릿한 상태에 있는 피사체를 보다 소프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포
커스화상에 있어서의 흐릿한 상태를 보다 한층 소프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촬영자가
샤프네스의 설정내용의 변경정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하기에 편리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이것 이외의 효과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또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 샤프네스의 설정내용을 제 1 화상의 촬상시점
과 다른 설정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제 1 화상에의 합성에 앞서서 촬상한 제 2
화상, 보다 구체적으로는 DRAM(16)에 일시 기억되는 1프레임분의 화상데이터에 실시하는 다른 화상처리의 설정
내용을 제 1 화상과 다른 설정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해도 좋다.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한층 다양한 소프트효과를
합성후의 소프트포커스화상에 부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한 스텝SD6에 있어서 제 2 화상에 제 1 화상보다도
채도를 내리는 설정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 1 화상보다도 컨트래스트를 낮게(약하게) 하는 설정을 실시하도록 하
거나 해도 좋다. 그 경우이어도 촬영자가 설정내용의 변경정도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하기에 편
리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 5 실시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5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 1에 나타낸 구성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
서, PROM(17)에 MPU(10)를 본 발명의 발광제어부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서 캡쳐모드가 선택된 촬영대기상태에서의 동작을 도 6의 플
로챠트에 따라서 설명한다. 즉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촬영조작시에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스텝
SE1, SE2가 모두 YES)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여 그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하고(스텝SE4), 계
속해서 포커스렌즈(2)를 구동하여 포커스위치를 변경한다(스텝SE5). 또한 여기까지의 동작 및 촬영조작시에 소프
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작(설명은 생략한다)은 상기한 다른 실시형태와 똑같다.

한편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포커스위치의 변경후에 내장스트로보(18)를 강제발광시키고(스텝SE6) 제 2 화상(초
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한다(스텝SE7). 그리고 나중에 촬상한 제 2 화상을 먼저 촬상한 제 1 화상에 합성하고
(스텝SE8)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존한다(스텝SE9). 이것에 의해 1회의 촬영동작을 종료
한다. 또한 스텝SE8에 있어서의 합성처리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이러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항상 노출오버상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
포커스화상에 있어서의 흐릿한 상태를 보다 한층 소프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 제 2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제 2 화
상을 노출오버상태로 하는 것과 달리 주요한 피사체, 예를 들면 인물촬영시에 있어서의 인물의 주위를 보다 소프트
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것 이외의 효과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제 6 실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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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6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도 1에 나타낸 구성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
서 제 1 실시형태와는 다른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다.

이하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서, 캡쳐모드가 선택된 촬영대기상태에서의 동작을 도 7의 플
로챠트에 따라서 설명한다. 즉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한 제 1 실시형태와 똑같이 촬영조작시에 소프트포커스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스텝SF1, SF4가 모두 YES)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여 그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하고(스텝SF4), 계속해서 포커스렌즈(2)를 구동하여 포커스구동위치를 변경한 후(스텝SF5) 제 2 화상(초
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한다(스텝SF6). 또한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작(설명은 생
략한다)에 대해서도 똑같다.

그리고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촬상한 제 1 화상과 제 2 화상을 합성할 때 제 2 화상을 X축방향(가로방
향)으로 5％만큼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여 제 1 화상에 합성하고(스텝SF7),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
리(13)에 보존한다(스텝SF8). 이것에 의해 1회의 촬영동작을 종료한다. 또한 스텝SF7에 있어서의 합성처리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이러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스텝SF7에서 합성한 화상, 즉 소프트포커스화상에는 단순한 소프트효과에 가하여 셔
터를 누를 때에 카메라가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제 2 화상을 X축방향(가로방향)
으로 5％만큼 어긋나게 하여 제 1 화상에 합성시키도록 했는데, 제 2 화상을 어긋나게 하는 방향 및 그 양을 촬영자
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하면 촬영자의 기호에 따른 셔터를 누를 때에 카메라가 움직이는 효과를 소프트
포커스화상에 줄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전자스틸카메라에 줌기능을 준비하는 동시
에 줌렌즈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 줌렌즈의 초점거리를 소정 거
리만큼 제 1 화상의 촬상시보다도 길게(망원측) 설정하고 제 2 화상을 제 1 화상보다도 확대하여 촬상한 후 그것을
제 1 화상에 합성하거나, 또 화상처리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디지털줌)에 있어서는 촬상한 제 2 화상(초점이 맞지 않
은 화상)을 소정의 줌배율로 확대처리하고 그것을 제 1 화상에 합성하거나 해도 좋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프
트포커스화상에 예를 들면 화상중심으로부터 360°의 전방향을 향하여 셔터를 누를 때에 카메라가 움직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제 7 실시형태)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 7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도 도 1에 나타낸 구성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
서 제 1 실시형태와는 다른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자스틸카메라에 있어서 캡쳐모드가 선택된 촬영대기상태에서의 동작을 도 8의 플로챠트
에 따라서 설명한다. 즉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상기한 제 1 실시형태와 똑같이 촬영조작시에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스텝SG1, SG2가 모두 YES) 제 1 화상(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여 그것을 DRAM(16)에 일시
기억하고(스텝SG4), 계속해서 포커스렌즈(2)를 구동하여 포커스위치를 변경한 후(스텝SG5) 제 2 화상(초점이 맞
지 않은 화상)을 촬상한다(스텝SG6). 또한 소프트포커스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작(설명은 생략한다)
에 대해서도 똑같다.

그리고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연속하여 촬상한 제 1 화상과 제 2 화상을 합성할 때 제 2 화상에 있어서의 색성분
(Cb, Cr데이터)만을 제 1 화상에 합성하고(스텝SG7), 합성한 화상을 압축하여 플래시메모리(13)에 보존한다(스텝
SG8). 이것에 의해 1회의 촬영동작을 종료한다. 또한 스텝SG7에 있어서의 합성처리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이러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제 1 화상에 제 2 화상에 있어서의 색성분만을 합성하기 때문에, 소프트포커스화상으
로서 색이 흐릿하여 가벼운 느낌의 소프트포커스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와 달리, 예를 들면 제 1 화
상에 제 2 화상에 있어서의 휘도성분만을 합성하도록 해도 좋다. 그 경우에는 윤곽이 흐릿한 느낌의 소프트포커스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제 2 화상에 있어서의 색성분이나 휘도성분이라는 특정의 화상성분을 제 1 화상에 합성
할 때의 합성정도를 촬영자가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하면 촬영자의 기호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함이 향상한다. 또한 이것 이외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발명의 효과

또 이상의 설명에 있어서는 종래의 은염카메라와 똑같이 카메라기능만을 갖는 전자스틸카메라에 본 발명을 채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이것 이외에도 CCD형이나 CMOS형의 고체촬상소자가 설치되는 동시에 촬상장치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기록매체를 구비한 정보기기, 예를 들면 퍼스널컴퓨터나 각종의 휴
대정보단말에도 본 발명을 채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한 전자스틸카메라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사체상을 촬상하는 촬상부,

상기 촬상부에 촬상을 지시하는 촬상지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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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촬상부가 촬상할 피사체상의 포커스를 조정하는 포커스조정부,

상기 촬상지시부에 의한 1회의 지시에 따라 피사체상을 복수회 촬상시키고, 복수회의 촬상 중 하나는 상기 포커스
조정부의 구동에 의해 초점이 맞은 상태의 화상이며, 다른 하나는 상기 포커스조정부의 구동에 의해 초점이 맞지 않
은 상태의 화상이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촬상된 상기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의 초점이 맞은 화상과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합성한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합성부, 및

상기 합성부에 의해 생성된 합성화상을 기억하는 합성화상기억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포커스조정부의 동작을 제어하며, 먼저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의 화상의 촬상을 실시하고, 또한
나중에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의 화상의 촬상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 설정하는 상기 촬상부에 의한 피사체상의 소정의 촬상조건을, 상기 초점이
맞은 화상의 촬상시와 다른 조건으로 설정하는 촬상조건설정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에 설정하는 상기 촬상부에 의한 피사체상의 소정의 촬상조건을, 상기 초점이
맞은 화상의 촬상시와 다른 조건으로 설정하는 촬상조건설정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촬상시의 노출량을 제어하는 노출제어부를 구비하는 동시에 상기 촬상조건설정부가 설정하는 상기 소정의 촬상조
건은 상기 노출제어부가 제어하는 노출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촬상시의 화이트밸런스를 제어하는 화이트밸런스제어부를 구비하는 동시에 상기 촬상조건설정부가 설정하는 상기
소정의 촬상조건은 상기 화이트밸런스제어부에 의한 색밸런스의 조정내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촬상시의 화이트밸런스를 제어하는 화이트밸런스제어부를 구비하는 동시에 상기 촬상조건설정부가 설정하는 상기
소정의 촬상조건은 상기 화이트밸런스제어부에 의한 색밸런스의 조정내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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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부에 의한 합성에 앞서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에 소정의 화상처리를 실시하는 화상처리부를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부에 의한 합성에 앞서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에 소정의 화상처리를 실시하는 화상처리부를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처리부는 상기 초점이 맞은 화상과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양쪽에 상기 소정의 화상처리를 실시하
는 한편, 상기 화상처리부에 의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에 대한 상기 소정의 화상처리에 관한 설정내용을, 상
기 초점이 맞은 화상에 대한 상기 소정의 화상처리에 관한 설정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설정하는 화상처리내용설정부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부에 의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만 내장 또는 외부부착된 섬광장치에 발광을 실시하게 하
는 발광제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부에 의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촬상시만 내장 또는 외부부착된 섬광장치에 발광을 실시하게 하
는 발광제어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부는 상기 초점이 맞은 화상과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소정 방향으로 어긋나게 하여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부는 상기 초점이 맞은 화상과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소정 방향으로 어긋나게 하여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부는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소정의 화상성분만을 상기 초점이 맞은 화상에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촬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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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부는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소정의 화상성분만을 상기 초점이 맞은 화상에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소정의 화상성분은 색성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의 소정의 화상성분은 색성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장치.

청구항 19.

피사체상을 촬상하는 촬상부와,

상기 촬상부에 촬상을 지시하는 촬상지시부와,

상기 촬상부가 촬상할 피사체상의 포커스를 조정하는 포커스조정부와,

촬상된 화상을 합성하여 합성화상을 생성하는 합성부와,

촬영한 화상을 기억하는 기억부를 구비한 카메라에 있어서,

1회의 촬상지시입력에 응답하고,

상기 포커스조정부를 피사체상에 핀트가 맞은 상태로 구동하여 상기 촬상부에 촬상시키고,

상기 포커스조정부를 피사체상에 핀트가 맞지 않은 상태로 구동하여 상기 촬상부에 촬상시키고,

상기 촬상된 화상을 상기 합성에 의하여 합성시키고,

상기 합성부에 의하여 합성된 화상을 상기 기억부에 기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20.

촬상지시를 실시하는 제 1 스텝,

피사체상에 핀트가 맞은 상태로 포커스를 맞추는 제 2 스텝,

상기 제 2 스텝에 의해 초점이 맞은 화상을 촬상하는 제 3 스텝,

피사체상에 핀트가 어긋난 상태로 포커스를 맞추는 제 4 스텝,

상기 제 4 스텝에 의해 초점이 맞지 않은 화상을 촬상하는 제 5 스텝,

상기 제 3 스텝과 상기 제 5 스텝에 의해 촬상한 초점이 맞은 화상과 초점이맞지 않은 화상을 합성하여 합성화성을
생성하는 제 6 스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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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한 화상을 기억하는 제 7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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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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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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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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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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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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