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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및 그 방법

(57)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된 영상을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함으로써, 독특한 메뉴 색상 구현

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복잡한 색상의 선택 과정이 간단하면서, 사용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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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카메라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중에서 상기 메뉴 화

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선택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색상을 결정하기 위한 영상 처리부; 상기 영상 처리부에서 결정된 색상으로 상기 메뉴 화면을 디스플

레하기 위한 표시부; 및 상기 영상 처리부를 제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의 컬러 모형을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고, 색상 값을 추출하여 상기 추출한 색상 값을 맵핑(Mapping)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맵핑된 색상 값

의 분포비율을 측정하여 상기 색상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상기 지정된 색상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메뉴 화면의 디

스플레이 색상을 조합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분석하여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

레이 색상을 최종 결정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의 메뉴 화면 디스플레이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카메라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중에서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선택됨에 따라, 상기 선택

된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색상을 결정하기 위한 영상 처리부;

상기 영상 처리부에서 결정된 색상으로 상기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하기 위한 표시부; 및

상기 영상 처리부를 제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의 컬러 모형을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고,

색상 값을 추출하여 상기 추출한 색상 값을 맵핑(Mapping)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맵핑된 색상 값의 분포비율을 측정하여

상기 색상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상기 지정된 색상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조합하

도록 제어하고,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분석하여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최종 결정

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처리부는,

상기 선택된 영상의 컬러 모형을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영상 변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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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영상 변경부에서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된 영상에 포함된 색상 값을 추출하여, 상기 추출한 색상 값을 맵핑하고, 상

기 맵핑된 색상 값의 분포비율을 측정하여 상기 색상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상기 지정된 색상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

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조합하기 위한 영상 분석부; 및

상기 영상 분석부에서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를 분석하여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종 색상을 결정하기

위한 색상 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

대용 단말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 분석 과정은,

상기 영상 분석부에서 조합된 우선순위가 높은 색상들을 대조하여, 상기 대조한 색상들의 명암비를 측정하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 분석결과,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명암비가 90% 이상이면, 그 다음 하위 순위의 색상을 이용하여 최종 색상의 조합으로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 분석결과,

흑백 영상으로 주된(Dominant) 색상이 전체 영상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상기 메뉴 화면의 채도

(Satyration) 그리고 명도(Intensity) 값의 조절을 통해 원하는 색상을 획득함으로써, 최종 색상의 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뉴 화면은,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

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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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된 영상 중에서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을 선택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에서 선택된 영상의 컬러 모형을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고, 색상 값을 추출

하여 상기 추출한 색상 값을 맵핑(Mapping)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2 단계에서 맵핑된 색상 값을 이용하여 주된(Dominant) 색상들의 분포비율을 측정하고, 상기 색상들의 우선순위

를 지정하여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들을 조합하는 제 3 단계;

상기 제 3 단계에서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분석하여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으로 구성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된 영상이 없으면, 상기 휴대용 단말기의 표시부에 현재 저장된 영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메시지

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에서,

상기 색상들의 우선순위 지정은, 상기 영상을 구성하는 색상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색상의 비율을 측정하여, 상

기 측정된 각 색상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

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에서,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 분석결과 명암비가 90% 이상이면, 상기 조합된 색상에 관계없이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

이기 위해 상기 메뉴 화면의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의 색상 계조가 높은 쌍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 있어서,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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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다운받은 영상, 상기 카메라부를 통해 촬영한 영상 그리고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를 통해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영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기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동영상 디스플레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장착하여 영상을 송, 수신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가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단말기는 셀룰러 폰(Cellular Phone), 개인 정보 단말기, 개인 통신 서비스 폰(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Phone), IMT-2000 단말기(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단말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 단말기 등과 같이, 이동하면

서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교환하며 DMB 수신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촬상소자로서 CCD(Charge Coupled Device),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AGC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기한 AGC 기능은 촬영 화면 내의 중심

부에 설정되는 AGC 기준 영역에 대한 영상의 휘도 평균값이 일정 범위 내에 속하도록 광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으로

서,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피사체의 감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AGC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촬영에 따라

촬상소자의 센서들 중에 AGC 기준 영역에 해당하는 중심부에 있는 센서들에 의해 감지되는 영상신호의 휘도 값의 평균을

구해 미리 정해진 임계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에 휘도 값의 평균이 임계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조리개를 조

절하여 광량을 증감시키는데, 임계 범위의 상한값보다 크면 광량을 줄이고 임계 범위의 하한값보다 작으면 광량을 늘린다.

이와 같은 조절을 반복함으로써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피사체에 대한 최적의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휴대용 단말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부로서 컬러 액정디스플레이(LCD: Liquid Crystal Display)를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받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특히, 컬러(Color) LCD의 경우에는 흑백 LCD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화려한 색들로 이루어진 화면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

고 있다.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의 LCD에서 배경 화면(Background Screen)은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다운받을 수도 있고, 휴대용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배경 화면을 변경하여 LCD에 디스플

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메뉴 화면(Menu Screen)은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텍스트, 텍스트별 배

경 그리고 전체 배경의 색상 변경은 몇 단계의 상위 단계를 거쳐 메뉴 색상 변경의 하위 메뉴로 이동 후, 휴대용 단말기의

제조시에 미리 설정된 색상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메뉴 화면의 색상으로 변경하여 메뉴 화면을 디스플

레이하였다.

도 1a와 도 1b는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에서 메뉴 화면의 색상을 변경하는 화면을 예시한 일실시예 화면 예시도이다.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는 메뉴 화면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 1a와 도 1b에 예시된 메뉴 색상 선택 메뉴를 이용함으로

써 메뉴 화면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었다. 사용자는 도 1a에 예시된 미리 설정된 4가지 예를 확인하고, 변경하고 싶은 색상

의 번호를 선택함으로써, 텍스트별 배경 및 전체 배경의 색상을 변경하여 디스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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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자가 도 1a의 메뉴에서 1번을 선택하면, 도 1b의 글자체를 선택하기 위한 텍스트별 배경 및 전체 배경의 색상이

1번에 예시된 색상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도 1b에 예시된 메뉴를 이용하여 글자체 및 글자의

색상을 선택한다.

그러나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는 도 1a와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뉴 화면의 색상 변경 시, 메뉴 바와 메뉴 색상을 변

경하기 위한 색상이 통합되어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부분별 색상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른 기기에 비해 휴대용 단말기는 사용자에 따른 개성이 표출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외장 색상이나 디자인, 액세

서리 등에서 많은 다양성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메뉴 화면은 천편일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메뉴 화면을 디스플

레이하고 싶은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된 영상을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함으로써, 독특한 메뉴 색상 구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복잡한 색상의 선택 과정이 간단하면

서, 사용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

말기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휴대용 단말

기에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부; 상기 카메라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메모리에 저

장된 영상 중에서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선택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영상의 색정보

를 이용하여 상기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색상을 결정하기 위한 영상 처리부; 상기 영상 처리부에서 결정된 색

상으로 상기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하기 위한 표시부; 및 상기 영상 처리부를 제어하여 상기 선택된 영상의 컬러 모형을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고, 색상 값을 추출하여 상기 추출한 색상 값을 맵핑(Mapping)하도

록 제어하고, 상기 맵핑된 색상 값의 분포비율을 측정하여 상기 색상들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상기 지정된 색상들의 우

선순위에 따라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조합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분석하여 상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최종 결정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휴대용 단말기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DMB 수신 모듈과 카메라부를 구비한 셀룰러 폰

(Cellular Phone), 개인 정보 단말기, 개인 통신 서비스 폰(PCS: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Phone), IMT-2000

단말기(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단말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폰(Smart Phone),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되는 영상은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다운받은 영상, 휴대용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를 이용해 생성한 영상 그리고 DMB 서비스를 통해 수신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영상을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블록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는 카메라부(201), 영상 처리부(202), 표시부(203), DMB 수신

모듈(204), 멀티미디어부(205), 음성처리부(206), 무선부(207), 키입력부(208), 메모리(209) 그리고 제어부(210)를 포함

한다.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의 구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카메라부(Camera Module)(201)는 인출 및 인입이 가능한

렌즈부(미도시)를 구비할 수 있으며 렌즈부를 통해 영상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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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부(201)는 촬영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 센서(미도시)와, 카메라 센서로부터 촬영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부(미도시)를 구비한다. 여기서 카메라 센서는 CCD(Charge Coupled

Device) 센서라 가정하며, 신호처리부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DSP)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센서 및

신호처리부는 일체형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분리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카메라부(201)는 제어부(210)의 제어 하에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한다.

영상 처리부(202)는 카메라부(201)에서 출력되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화면 데이터는 배경 화면으로 출력되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 처리부(202)는 카메라부(201)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며,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표시부(203)의 특성 및 크기에 맞춰 출력한다. 또한, 영상 처리부(202)는 영상 코덱을 구비하며, 표시부(203)에 표시되는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설정된 방식으로 압축하거나, 압축된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원래의 프레임 영상데이터로 복원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또한, 영상 처리부(202)는 OSD(On Screen Display) 기능을 구비한다고 가정하며, 제어부(210)의 제어 하

에 표시되는 화면 크기에 따라 온 스크린 표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영상 처리부(202)는 영상 변경부(211), 영상 분석부(212) 그리고 색상 결정부(213)를 포함하여 이

루어진다.

이러한 영상 처리부(202)의 영상 변경부(211), 영상 분석부(212) 그리고 색상 결정부(213)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

면, 먼저 영상 변경부(211)는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영상의 RGB(Red, Green, Blue) 컬

러 모형 또는 YUV 컬러 모형을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컬러 모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영상 변경부(211)에서

RGB 컬러 모형 또는 YUV 컬러 모형을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는 목적은 전체 영상의 색상 값을 추출하여, 추출한 색상

값을 맵핑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RGB 컬러 모형은 자연색상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 8비트의 크기가 필요하다. R=8비트, G=8비트, B=8

비트이면 모두 224, 즉 16,000,000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 8비트 만으로 영상이 표현되는 시스템에서는 R=3비트, G=3비트, B=2비트를 할당하여 256가지 색상을 표현

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비트를 가지는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 눈이 가장 둔감한 파란색에 비트수를 적게 할당한

다.

표 1은 각각의 색을 8비트로 구현한 경우의 색상에 따라 할당된 비트수를 나타낸다.

[표 1]

 R G B

Red 255 0 0

Green 0 255 0

Cyan 0 0 255

Magenta 255 255 0

Yellow 0 255 255

Black 0 0 0

White 255 255 255

Dark 76 76 76

Gray 123 123 123

Light Gray 204 20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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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색을 8비트로 구현한다면 0에서 255까지 나타낼 수 있다. 색의 3원색 각각이 모두 0에서 255까지 나타낼 수 있으

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모든 종류의 색을 만들수 있다. 표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흰색은 빨간색이 255, 녹색도 255,

파란색도 255로 나타낼 수 있다. 물론, 검은색은 3원색 모두 0일 때 나타난다. 이러한 RGB 컬러 모형은 CRT 모니터, 컴퓨

터 그래픽 시스템 등에 주로 이용된다.

YUV 컬러 모형은 사람의 눈이 색상보다는 밝기에 민감하다는 사실에 착안한 방식으로, 휘도 신호 Y, 휘도 신호와 적색 성

분의 차 U, 휘도 신호와 청색 성분의 차 V의 3가지 정보로 색을 나타내는 컬러 모형이다. 전형적인 Y:U:V의 비율은 4:2:2

이며, 이러한 YUV 컬러 모형은 TV 등에 사용된다.

HSI 컬러 모형은 순수한 색을 나타내는 색상(Hue), 흰색이 가미된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Saturation) 그리고 빛의 밝기 정

도를 나타내는 명도(Intensity)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컬러 모형이다. 이러한 HSI 컬러 모형은 어떠한 컬러를 만들어 내

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파란색이나 녹색이 필요한지 알 필요가 없다.

만약, HSI 컬러 모형에서 진한 빨간색을 분홍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도를 조절하면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려면 명도를 조절하면 된다. 이러한 HSI 컬러 모형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한다. 예

를 들어, 히스토그램 연산, 명도 변환, 회선과 같은 영상처리 애플리케이션들은 오직 영상의 명도에 대해서만 연산을 한다.

이러한 연산들은 영상이 HSI 컬러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일수록 다루기가 더욱 쉽다.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RGB 컬러 모형이면, 영상 변경부(211)는 다

음과 같은 수학식 1을 이용하여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한다.

수학식 1

영상 변경부(211)는 수학식 1을 이용하여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된 영상의 색상(Hue), 채도(Saturation) 그리고 명도

(Intensity) 값을 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RGB 컬러 모형에서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는 실시 예만을 기술하였으

나, YUV 컬러 모형, YCbCr 컬러 모형 등에서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미 공지된 사항임으로 당업자라면 자

명할 것이다.

영상 분석부(212)는 영상 변경부(211)에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RGB 컬러 모형에서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되면,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된 전체 영상에 포함된 색상(Hue) 정보를 구하여, 색상 값을 맵핑한

다. 영상 전체에 대한 색상 값의 맵핑이 완료되면, 영상 분석부(212)는 맵핑된 색상 값의 분포비율을 측정한다.

그리고 영상 분석부(212)는 맵핑된 색상 값의 분포비율의 측정이 완료되면, 영상의 주된(Dominant) 분포를 나타내는 색상

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색상의 우선순위는 전체 영상을 구성하는 색상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색상의 비율을 측정하여 측정된 각 색상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우선순위가 지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색상의 우선순위 지정은 휴대용 단말기의 제조사에서 휴대용 단말기의 제조시 설정된 방법에 따라 지정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각각 다르게 지정될 수 있음으로 본 발명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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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석부(212)는 영상을 구성하는 각 색상의 우선순위가 지정되면,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 구성에 사용될 우선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색상들을 조합한다.

색상 결정부(213)는 영상 분석부(212)에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 구성에 사용될 색상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조합되

면,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분석을 통하여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종 색상을 결정한다. 여

기서 조합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 분석은 영상 분석부(212)에서 조합된 우선순위가 높은 색상들을 대조하여 명암비를 측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메뉴 화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만약 텍스트를 구성하는 색

상과 텍스트별 배경을 구성하기 위한 색상들의 명암비를 측정한 결과, 명함비가 100%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사용자

는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색상이 빨간색이고 텍스트 배경의 색상이 분홍색이라면 두 색상의 명암비는 9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조합된 색상들이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색대비 등에서 사용자에게 불

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하위 순위의 색상을 이용하여 최종 색상의 조합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흑백 영상인 경우처럼 주된 색상이 전체 영상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의 채도(Satyration) 그리고 명도(Intensity) 값의 조절을 통해 원하는 색상을 획득함으로써, 최종

색상의 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색상 결정부(213)에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최종 색상의 조합이 결정

되면,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결정된 최종 색상으로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이 변경되어 표시부(203)

를 통해 표시된다.

표시부(203)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휴대용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표시 데이터

를 출력한다. 이때,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표시부(190)는 입력부로 동작할 수도 있

다.

또한, 표시부(203)는 영상 처리부(202)에서 출력되는 영상 신호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제어부(210)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표시부(203)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영상 처리부(202)의 색상 결정부

(213)에서 최종 결정된 색상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전체 배경을 디스플레이하여 표시

한다.

DMB 수신 모듈(204)은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소정의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여 복조하고, 복조된 디지털 방송을 멀티

미디어부(205)로 출력한다. DMB 수신 모듈(204)은 도 2에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수신된 디지털 방송을 디지털 데이터 스

트림으로 복조하기 위한 복조부(미도시)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부(205)는 DMB 수신 모듈(204)을 통해 수신된 디지털 방송을 역다중화하여 영상 신호와 오디오 신호로 분리

하고, 분리된 영상 신호와 오디오 신호를 각각 아날로그 영상 신호 및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디코딩한다. 이어 멀티미디

어부(205)는 디코딩된 아날로그 영상 신호 및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표시부(203) 및 음성 처리부(206)로 각각 전달한

다.

또한, 멀티미디어부(205)는 제어부(206)의 제어에 따라, DMB 수신 모듈(204)을 통해 입력된 디지털 방송을 메모리(209)

에 저장한다. 이렇게 메모리(209)에 저장된 디지털 방송의 동영상 또한, 동영상의 구성요소인 I(Intra coded) Picture를 추

출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동영상의 구성요소인 I

Picture를 추출하는 방법은 이미 공지된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음성 처리부(206)는 마이크(Microphone)로부터 입력된 전기신호를 변조하여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고, 무선부(207)로부

터 입력된 부호화된 음성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복조하여 스피커(Speaker)로 출력한다.

또한, 음성 처리부(206)는 무선부(207)로 수신되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재생하거나 마이크로

부터 발생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코덱(Codec)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코덱은 패킷 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 코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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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부(207)는 제어부(210)의 제어 하에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터, 영상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하며 이

를 위해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 송신기(미도시)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

를 하강 변환하는 RF 수신기(미도시) 등을 포함한다. 한편, 무선부(207)는 비록 도 2에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송신되는 신

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기 등을 포함하는 모뎀(MODEM)을 구비할

수 있다.

키입력부(208)는 키 입력이나 음성 입력 등과 같은 사용자 조작신호를 입력받아 제어부(210)로 전달한다.

메모리(20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동작 제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메모리

(207)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카메라부(201)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고, DMB 수신모듈(204)을 통해 수신된

디지털 방송 동영상을 저장한다.

제어부(210)는 휴대용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제어부(210)는 사용자로부터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신호가 입력되면,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어부(210)는 현재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이 없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표시부(203)에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사용자는 표시부(203)를 통해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이 없

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휴대용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부(201)를 제어하여 영상을 촬영하여 메모리(209)에 저

장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 중에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선택되

면, 제어부(210)는 영상 처리부(202)를 제어하여, 선택된 영상의 RGB 및 YUV 등의 컬러 모형을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

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선택된 영상의 컬러 모형이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되면, 제어부(210)는 HSI 컬러 모형으로 변

경된 영상에 포함된 색상(Hue) 정보를 구하도록 제어하여, 색상 값을 맵핑하도록 제어한다.

영상 처리부(202)에서 영상 전체에 대한 색상 값의 맵핑이 완료되면, 제어부(210)는 맵핑된 색상 값의 분포비율을 측정하

도록 제어하여, 영상의 주된(Dominant) 분포를 나타내는 색상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제어한다.

제어부(210)는 영상 처리부(202)에서 영상을 구성하는 각 색상의 우선순위가 지정되면,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 구

성에 사용될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색상들을 조합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제어부(210)는 영상 처리부(202)를 제

어하여, 조합된 색상들을 콘트라스트를 분석하고, 콘트라스트 분석 결과에 따라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종 색

상의 조합을 결정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종 색상의 조합이 결정되고, 사용자로부터 출력신호가 입력되면, 제어부(210)

는 결정된 최종 색상의 조합으로 메뉴 화면 색상이 변경되어 표시부(203)에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

작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로부터 메뉴 화면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한 메뉴 화면 색상 변경 모드 진입 신호가 입력되면(301),

제어부(210)는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다(302).

제어부(210)는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메모리(209)에 현재 저장된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표

시부(203)에 현재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사용자는 표시부(203)

를 통해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휴대용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부(201)를 제

어하여 영상을 촬영하여 메모리(209)에 저장한다(303). 여기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은 서

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다운받을 수도 있으며, DMB 수신모듈을 통해 수신된 DMB 방송의 프로그램의 화면 영상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메모리(209)에 저장된 영상 중에서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선택되면

(304), 제어부(210)는 영상 처리부(202)를 제어하여, 선택된 영상의 RGB 및 YUV 등의 컬러 모형을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고,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된 영상에 포함된 색상(Hue) 정보를 구하도록 제어하여 색상 값을 맵핑한다(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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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처리부(202)에서 영상 전체에 대한 색상 값의 맵핑이 완료되면, 제어부(210)는 맵핑된 색상 값의 분포비율을 측정하

도록 제어하여, 영상의 주된(Dominant) 분포를 나타내는 색상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한다(306).

제어부(210)는 영상 처리부(202)에서 영상을 구성하는 각 색상의 우선순위가 지정되면,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 구

성에 사용될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색상들을 조합하도록 제어한다. 메뉴 화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색상의 우선순위는 전체 영상을 구성하는 색상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색상의 비율을 측

정하여 측정된 각 색상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우선순위가 지정되게 된다.

제어부(210)는 영상의 주된(Dominant) 분포를 나타내는 색상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지정되면, 영상 처리부(202)를

통해 조합된 색상들을 콘트라스트를 분석하고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종 색상을 결정한다(307). 여기서 조합

된 색상들의 콘트라스트 분석은 영상 분석부(212)에서 조합된 우선순위가 높은 색상들을 대조하여 명암비를 측정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영상 처리부(202)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영상을 구성하는 각 색상의 우선순위가 지정되면,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

이 색상 구성에 사용될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색상들을 조합한다. 그러나 메뉴 화면을 구성하는 텍스트, 텍스트

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 색상 조합의 명함비를 측정한 결과, 명함비가 90% 이상 측정되면,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기를 사

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조합된 색상들이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색대비 등에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할 경우, 그 다음 하위 순위의 색상을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최종 색상으로 결정한다.

제어부(210)는 영상 처리부(202)를 통해 조합된 색상들을 콘트라스트를 분석하고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종

색상이 결정되면, 표시부(203)에 메뉴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종 색상이 결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한

다. 사용자는 표시부(203)에 표시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결정된 최종 색상을 메뉴 화면 색상으로 변경할 것인지 결정한다

(308).

만약, 사용자가 결정된 최종 색상의 변경을 원하거나, 흑백 영상인 경우처럼 주된 색상이 전체 영상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입력으로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의 채도(Saturation) 그리고 명도(Intensity)

값의 조절을 통해 원하는 최종 색상으로 변경한다(309). 그리고 최종 색상이 결정되면, 결정된 최종 색상을 메뉴 화면 색상

으로 디스플레이한다(310).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할 수 있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이 변경된 화면을

나타내는 화면예시도이다.

도 4a와 도 4b는 기존의 메뉴 화면과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 그리고 영상의 색정보에 따라 디

스플레이 색상이 변경된 메뉴 화면을 나타낸다.

도 4a를 참조하면, 파란색을 기준으로 조합된 기존 메뉴 화면의 색상이 빨간꽃 영상의 색상에 따라 메뉴 화면의 색상이 빨

간색을 기준으로 조합되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어부(210)는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빨간꽃 영상이 선택되면, 영상 처리부(202)를 제어하여 영

상의 RGB 컬러 모형 또는 YUV 컬러 모형을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RGB 컬러 모형 또는 YUV 컬러 모형을

HSI 컬러 모형으로 변경하는 목적은 전체 영상의 색상 값을 구하여, 전체 영상에 색상 값을 맵핑하고, 맵핑된 색상의 분포

도를 측정하여 색상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메뉴 화면은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메뉴 화면의 각 구성은 영상 처리

부(202)에서 지정된 색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경된다. 그리고 메뉴 화면을 구성하는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의 색상 조합은 영상의 콘트라스트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콘트라스트 분석은 영상 처리부(202)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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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우선순위가 높은 색상들의 명암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상의 우선순위가 높은 색상들의 명암비를 대비

하여 명암비가 100%를 기준으로 90%가 넘는 색상들은 다음 순위의 색상을 선택하여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의 조합 색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영상 처리부(202)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의해 영상을 구성하는 각 색상의 우선순위가 지정되면,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

이 색상 구성에 사용될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색상들을 조합한다. 그러나 조합된 색상들이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색

대비 등에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그 다음 하위 순위의 색상을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

하기 위한 최종 색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색상에 관계없이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와 배경

화면의 색상은 색상 계조가 높은 쌍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도 4b는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영상이 흑백 영상으로 주된 색상이 전체 영상의 대부분(90% 이상)

을 차지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구성된 기존 메뉴 화면의 색상이 흑백 색상으

로 구성된 영상의 색상에 따라 메뉴 화면의 색상이 흑백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 4b와 같이 흑백 영상으로 주된 색상이 전체 영상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콘트라스트 분석 결과 색상들

의 명암비는 90%를 넘는다. 이렇게 색상들의 명암비가 90%를 넘을 경우, 사용자는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에 있어 불편함

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텍스트, 텍스트별 배경 그리고 전체 배경의 채도(Satyration) 그리고 명도(Intensity) 값의 조절을 통해 원

하는 색상을 획득함으로써,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기 위한 최종 색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 4b의 흑백 색상으로 변경된 메뉴 화면이 적용된 휴대용 단말기를 도 4c에 예시하였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방법

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의 색상과 표시부(203)에 표시된 메뉴 화면의 색상이 어울리는 메뉴 환경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저장된 영상을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색상을 구성함으로써, 독특한 메뉴 색상 구

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복잡한 색상의 선택 과정이 간단하면서, 사용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와 도 1b는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에서 메뉴 화면의 색상을 변경하는 화면을 예시한 일실시예 화면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블록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을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

작흐름도.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영상의 색정보를 이용하여 메뉴 화면의 디스플레이 색상이 변경된 화면을

나타내는 화면예시도.

도면

등록특허 10-0678101

- 12 -



도면1a

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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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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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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