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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미지 검출장치, 이미지 검출방법 및 촬영방법을 기록한기록매체

(57) 요약

모드 전환 등의 노력 없이 신속하게 자동 초점을 취소하는 것에 의하여 고정 초점에서 촬영이 실행된다. 이미지 검출장치

는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고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11, 12 및 13), 2 개의 작동 스트로크들을 가지고 제 1 스

트로크의 조작에 의하여 자동 초점 및 자동노출을 지시하며 제 2 스트로크의 조작에 의하여 촬영을 지시하는 셔터키(9)를

구비하는 키입력유닛(30), 촬영유닛(11, 12, 13)에서 적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셔터키(9)에 의하여 지시된 제

1 및 제 2 스트로크들의 정해진 작동 상태들을 검출하며,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자동초점 기능을 작동할 것인지 또는 정해

진 피사계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227)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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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

상기 촬영유닛에서 적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노출유닛;

2 개의 작동 스트로크들을 가지며 제 1 스트로크의 작동으로 자동초점 및 자동 노출을 지시하고 제 2 스트로크의 작동으로

서 촬영을 지시하는 지시유닛;

상기 지시유닛에 의하여 지시된 상기 제 1 스트로크 및 제 2 스트로크의 정해진 지시조작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유닛; 및

상기 검출유닛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유닛도 상기 제 1 스트로크의 조작으로부터 상기 제 2 스트로크 조작시까지의 시간을 검출하

며, 및

상기 초점 제어 유닛은 상기 검출유닛에 의하여 검출된 시간이 소정 시간 보다 길지 않으면 상기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유닛도 상기 장치의 통전으로부터 상기 제 1 스트로크의 조작까지의 시간을 검출하며, 및

상기 초점 제어 유닛은 상기 검출유닛에 의하여 검출된 시간이 소정의 시간 보다 길지 않으면 상기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유닛은 상기 지시유닛의 상기 제 1 스트로크 조작에 의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의 작동을 개시

하며, 그리고

상기 초점 제어 유닛은 상기 검출유닛에 의한 상기 지시유닛의 제 2 스트로크의 조작을 검출한 때 아직 자동 초점 기능의

조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기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고정 초점 범위들로부터 피사체 이미지를 포함하는 고정 초점 범위를 판단하는 초점범위 판단유

닛을 더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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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점 제어 유닛은 전환 및 선택시 상기 초점 범위 판단 유닛에 의하여 얻어진 고정 초점 범위를 고정 초점 위치로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유닛은 광원에 대응하는 색 온도 조정을 수행하는 자동 화이트밸런스 기능을 가지며, 그리고

상기 초점범위 판단유닛은 상기 자동 화이트밸런스 기능에 의한 색 온도 조정의 결과에 따라 상기 피사체 이미지를 포함하

는 고정 초점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범위 판단유닛에 의한 상기 피사체 이미지를 포함하는 고정 초점범위 판단 결과의 통지를 발

행하는 통지유닛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8.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

상기 촬영유닛에서 적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노출유닛;

상기 자동 노출유닛에 의하여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을 미리 설정된 노출값과 비교하는 노출비교유닛; 및

상기 노출비교유닛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9.

적어도 복수의 초점 길이들 사이에서 전환하는 복수 초점 길이 전환기능 및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

하는 촬영유닛;

상기 촬영유닛의 현재 초점 길이와 미리 설정된 초점 길이를 비교하는 초점길이 비교유닛; 및

상기 초점길이 비교유닛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

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10.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

상기 촬영유닛에서 적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노출유닛;

상기 자동 노출유닛에 의하여 설정된 적절한 노출값 대신에 임의의 노출값을 설정하는 노출설정유닛;

상기 노출설정유닛이 노출값을 설정하면 노출값을 검출하는 노출 검출유닛;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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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출 검출유닛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검출장치.

청구항 11.

자동초점 기능과 자동노출기능을 채용하고, 2개 스트로크로서 작동하는 셔터키의 제 1 스트로크의 조작에 의하여 자동초

점 및 자동 노출을 실행하며, 제 2 스트로크의 조작으로서 촬영하는 촬영 제어 단계;

상기 셔터키에 의하여 지시된 상기 제 1 스트로크 및 제 2 스트로크의 정해진 작동 상태들을 검출하는 검출 단계; 및

상기 검출 단계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방법.

청구항 12.

자동초점 기능과 자동노출기능을 채용하고, 상기 자동노출 기능에 의하여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을 미리 설정된 노출값과

비교하는 노출 비교 단계; 및

상기 노출 비교 단계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방법.

청구항 13.

자동초점 기능과 적어도 복수의 초점 길이들 사이에서 전환하는 복수 초점 길이 전환기능을 채용하고, 미리 설정된 초점

길이와 현재 초점 길이를 비교하는 초점 길이 비교 단계; 및

상기 초점 길이 비교 단계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

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방법.

청구항 14.

자동초점 기능과 자동노출기능을 채용하고, 상기 자동 노출유닛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 적절한 노출값 대신에 임의의 노출

값을 설정하는 노출 설정 단계;

상기 노출 설정 단계에서 노출값이 설정되면 상기 노출값을 검출하는 노출 검출 단계; 및

상기 노출 검출 단계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복수의 고정 초점 범위들에서 피사체 이미지를 포함하는 고정 초점 범위를 판단하는 초점범위 판단단

계를 더 구비하며,

상기 초점 제어 단계에서, 상기 초점 범위 판단 단계에서 얻어진 고정 초점 범위가 전환 및 선택에서 고정 초점 위치로 선

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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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로서, 상기 촬영방법은:

자동초점 기능과 자동노출기능을 채용하고, 2 개의 스트로크로서 작동하는 셔터키의 제 1 스트로크의 조작에 의하여 상기

자동초점 및 자동 노출을 실행하며, 제 2 스트로크의 조작으로서 촬영하는 촬영 제어 단계;

셔터키에 의하여 지시된 상기 제 1 스트로크 및 제 2 스트로크의 정해진 작동 상태들을 검출하는 검출 단계; 및

상기 검출 단계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

청구항 17.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로서, 상기 촬영방법은:

자동초점 기능과 자동노출기능을 채용하고, 상기 자동노출 기능에 의하여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을 미리 설정된 노출값과

비교하는 노출 비교 단계; 및

상기 노출 비교 단계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

청구항 18.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로서, 상기 촬영방법은:

자동초점 기능과 적어도 복수의 초점 길이들 사이에서 전환하는 복수 초점 길이 전환기능을 채용하고, 미리 설정된 초점

길이와 현재 초점 길이를 비교하는 초점 길이 비교 단계; 및

상기 초점 길이 비교 단계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

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

청구항 19.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로서, 상기 촬영방법은:

자동초점 기능과 자동노출기능을 채용하고, 자동 노출유닛에 의하여 설정된 적절한 노출값 대신에 임의의 노출값을 설정

하는 노출 설정 단계;

상기 노출 설정 단계에서 노출값이 설정되면 상기 노출값을 검출하는 노출 검출 단계; 및

상기 노출 검출 단계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단계를 포함하는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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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 복수의 고정 초점 범위들에서 피사체 이미지를 포함하는 고정 초점 범위를 판단하는 초점 범위 판단단

계를 더 구비하며,

상기 초점 제어 단계에서, 상기 초점 범위 판단단계에서 얻어진 고정 초점 범위가 전환 및 선택에서 고정 초점 위치로 선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스틸 카메라, 카메라 기능을 가진 셀룰러폰 등에 적합한 이미지 검출장치 및 이미지 검출방법, 그리고 사

진촬영방법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으로 자동초점(AF) 기능을 가진 카메라는 AF 기능으로 렌즈의 초점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없이 사진촬영을

신속하게 수행하거나 스냅샷을 촬영하기 위하여 AF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피사계 심도를 가지는 고정 초점에서 사

진 촬영을 수행한다(일본 특허출원공개 제 2002-090823호의 특허 자료 1 참조).

[특허 참조 1]

일본 특허출원공개 제 2002-090823호

특허 자료 1에서 자동초점 모드와 고정 초점 모드가 모드 전환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자동초점 모드가 선택

된 상태로부터 바로 전환 후에는 고정초점 모드에서 신속하게 사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용자는 좋은 사진 촬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검출장치는,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 촬영유닛에서 적절한 노

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노출유닛, 두 개의 작동 스트로크들을 가지며 제 1 스트로크의 작동으로 자동초점 및 자동

노출을 지시하고 제 2 스트로크의 작동으로서 촬영을 지시하는 지시유닛, 지시유닛에 의하여 지시된 제 1 스트로크 및 제

2 스트로크의 정해진 지시조작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유닛, 및 검출유닛의 검출 결과에 기초하여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를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구비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미지 검출장치는,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 촬영유닛에서 적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노출유닛, 자동 노출유닛에 의하여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을 설정된 노출값과 비교하는

노출비교유닛, 및 노출비교유닛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

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우기, 본 발명의 이미지 검출장치는, 적어도 복수의 초점 길이들 사이에서 전환하는 복수 초점 길이 전환기능 및 자동초

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 촬영유닛의 현재 초점 길이와 설정된 초점 길이를 비교하는 초점

길이 비교유닛, 및 초점 길이 비교 유닛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

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미지 검출장치는,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며 피사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촬영유닛, 촬영유닛에서 적

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 노출유닛, 자동 노출유닛에 의하여 설정된 적절한 노출값 대신에 임의의 노출값을

설정하는 노출설정유닛, 노출설정유닛이 노출값을 설정하면 노출값을 검출하는 노출검출유닛, 및 노출검출유닛의 검출 결

과에 기초하여 자동초점 기능을 조작할 것인지 또는 정해진 피사계의 심도가 얻어지는 고정 초점 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전

환 선택하는 초점 제어 유닛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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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제 1 실시예)

첨부 도면의 여러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적용된 제 1 실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외관을 도시하며, 전면 및 상면의 배치를 주로 도시한다.

디지털 스틸 카메라(1)는 거의 정사각형의 박판 형상의 금속 외체의 전면 위에 촬영 렌즈(2), 자동 타이머 램프(3), 광학 뷰

파인더 창(4), 마이크로폰(5), 플래시 조사유닛(6), 및 그리퍼 바(7)를 구비한다. 전원키(8) 및 셔터키(9)(표시 유닛)는 상

면의 우측 단부(사용자로부터 보아)에 배치된다.

촬영렌즈(2)는 AF 기능 및 단계없이 초점 거리를 변화시키는 줌 기능을 가진다. 촬영 렌즈(2)는 전원 오프시 또는 기본 모

드인 재생시에는 몸체 내로 들어간다.

그리퍼 바(7)는 촬영시 하우징의 우측 표면으로부터 오른손으로 디지털 스틸 카메라(1)를 잡는 경우 중간, 약지 및 작은 손

가락으로 하우징을 신뢰성 있게 사용자가 잡을 수 있도록 매립되는 밴드 형상의 금속 돌기이다.

전원키(8)는 전원을 온/오프시에 작동되는 키이다. 셔터키(9)는 촬영 모드에서 촬영 타이밍을 표시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스틸 카메라(1)의 후면에는 모드 스위치, 스피커, 메뉴키, 십자키 (노출설정유닛), 설정키, 광

학 뷰파인더, 플래시 충전램프, 디스플레이 등이 구비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스틸 카메라(1)의 후면에는 기록매체로서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를 조작자가 삽입하고/제거

할 수 있도록 메모리 카드 슬롯과, 외부 개인 컴퓨터 등과 접속하기 위한 시리얼 인터페이스 커넥터인 USB(Universal

Serial Bus) 커넥터가 구비된다.

디지털 스틸 카메라(1)의 전자 회로 구조가 도 2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설명될 것이다.

도 2에서, 기본 모드로서 작용하는 촬영 모드에서, 타이밍 발생기(TG)(14)와 수직 드라이버(15)가 모터(M)(11)의 구동에

의하여 인-포커스 위치 및 정지 위치를 변화시키고 촬영 렌즈(2)를 형성하는 렌즈 광학계(12)가 촬영 광축의 후면 위에 배

치된 이미지 검출소자로서 CCD(13)를 주사 구동한다. CCD(13)는 정해진 사이클 마다 형성된 광학 이미지에 대응하는 일

프레임의 광전적으로 전환된 출력을 출력한다. 모터(M)(11), 렌즈 광학계(12), 및 CCD(13)는 촬영유닛을 형성한다.

광전적으로 전환된 출력은 아날로그 값의 신호 상태에서 각각의 주요 색 성분(R G, 및 B)의 이득 조정을 적절히 수행한다.

얻어진 신호는 샘플-보유 회로(S/H)(16)에서 추출 보유되고, A/D 컨버터(17)에 의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된다. 디지

털 데이터는 디지털 값의 휘도 신호(Y)와 색차 신호들(Cb 및 Cr)을 발생하기 위하여 색 처리 회로(18)에 의한 픽셀 보간

처리 및 감마 보정 처리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들은 DMA(Direct Memory Access) 제어기(19)에 출력된다.

DMA 제어기(19)는 색처리 회로(18)에서 출력된 휘도 신호(Y) 및 색차 신호(Cb 및 Cr)를 색처리 회로(18)로부터의 복합

동기신호, 메모리 기입 인에이블 신호 및 클럭 신호를 사용하여 DMA 제어기(19)의 내부 버퍼에서 임시로 기입한다. 휘도

신호(Y) 및 색차 신호들(Cb 및 Cr)은 이어서 DRAM 인터페이스(I/F)(20)를 통하여 버퍼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DRAM(21)

에 DMA-전송된다.

제어기(22)는 CPU(221), 촬영모드(이하에서 설명되는)에서 셔터키(9)의 작동에의 처리를 포함하는 작동 프로그램을 영

구 저장하며 CPU(221)에 의하여 실행되는 ROM(222), 작업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RAM(223), 및 촬영 모드에서의 적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노출유닛(224), 셔터키(9)의 표시 작동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유닛(225), 설정된 노출값

과 적절한 노출값을 비교하는 노출비교유닛(226), 임의의 노출값이 설정된 것을 검출하는 노출검출유닛(229), 촬영 모드

에서의 현재 초점거리를 설정된 초점 거리와 비교하는 초점거리 비교유닛(228), 사용자가 촬영모드에서 자동 초점기능을

작동할 것인지 또는 고정 초점위치를 설정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촉진하는 초점 제어유닛(227), 촬영 모드에서 복수의 고

정 초점 범위들로부터 촬영될 피사체를 포함하는 고정 초점 범위를 결정하는 초점 범위 결정 유닛(230), 및 사용자에게 고

정 초점 범위의 결정 결과를 알리는 통지유닛(231)을 구비한다. 제어기(22)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1)의 전체 제어 작동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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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21)으로의 휘도 및 색차 신호들의 DMA 전송의 종료시에 제어기(22)는 DRAM 인터페이스(20)를 통해 DRAM(21)

으로부터 휘도 및 색차 신호들을 판독하며, 이들 신호들을 VRAM 제어기(23)를 통해 VRAM(24)에 기록한다.

디지털 비디오 인코더(25)는 VRAM 제어기(23)를 통해 VRAM(24)으로부터 휘도 및 색차 신호들을 주기적으로 판독하며,

이들 데이터에 기초하여 비디오 신호를 생성하고, 비디오 신호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

디스플레이(26)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스틸 카메라(1)의 후면에 배치된다. 디스플레이(26)는 촬영모드에서 모

니터 디스플레이(전자 뷰파인더)로서 작용한다. 디스플레이(26)는 디지털 비디오 인코더(25)로부터의 비디오 신호에 기초

하여 표시를 수행하며, 실시간으로 이때 VRAM 제어기(23)로부터 수신된 이미지 정보에 기초하여 이미지를 표시한다.

디스플레이(26)가 실시간의 모니터 이미지로서 현재 이미지를 표시하는 소위 스루 이미지 표시 상태에서 셔터키(9)는 스

틸 이미지를 얻으려는 타이밍에서 작동되고 이어서 트리거 신호가 생성된다.

제어기(22)는 트리거 신호에 따라 CCD(13)로부터의 일 프레임의 휘도 및 색차 신호들을 DRAM(21)으로 보내는 DMA 전

송을 중지한다. 제어기(22)는 적절한 노출 조건에 합치하는 F-값 및 셔터 속도에서 CCD(13)를 구동하여, 일 프레임의 휘

도 및 색차 신호를 얻으며, 이를 DRAM(21)으로 보내며, 이후에 제어기(22)는 이러한 경로를 차단하고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기록/저장 상태에서 제어기(22)는 각각의 Y, Cb 및 Cr 성분들에 대한 수직 8 픽셀 × 수평 8 픽셀로 이루어진 기본 블럭이

라 불리는 유닛에 대해 DRAM(21)에 기입된 일 프레임의 휘도 및 색차 신호들을 DRAM 인터페이스(20)를 거쳐 판독한다.

제어기(22)는 JPEG(Joint Photograph coding Experts Group) 회로(27)에 신호들을 기입한다. JPEG 회로(27)는 ADCT

(Adaptive Discrete Cosine Transform)와 엔트로피 코딩과 같은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압축한다(허프만 코딩 참조).

제어기(22)는 JPEG 회로(27)로부터 하나의 이미지의 데이터 파일로서 코드화된 데이터를 판독하며, 디지털 스틸 카메라

(1)의 기록 매체로서 분리가능하게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28) 또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1)에 영구히 합체되는 내부

메모리(29)에 기입한다.

제어기(22)는 CCD(13)로부터 DRAM(21)으로 연장하는 경로를 재차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휘도 및 색차 신호들의 압축

처리의 종료시 활성화하여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압축 데이터를 기입한다.

제어기(22)는 키입력유닛(30), 음성처리 유닛(31), 플래시 구동유닛(32)에 연결된다.

키입력유닛(30)은 전원키(8), 셔터키(9), 모드 전환키, 메뉴키, 십자키, 설정키,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키들의 작동을 수

반하는 신호들은 제어기(22)에 직접 보내진다.

음성처리유닛(31)은 PCM 음원과 같은 음원 회로를 구비한다. 소리를 기록하는 경우, 음성처리유닛(31)은 마이크로폰

(MIC)(5)으로부터의 음성신호 입력을 디지털화하며, 정해진 데이터 파일 포맷, 예컨대, MP3(MPEG-1 음성층) 기준에 따

라 데이터를 압축한다. 음성처리 유닛(31)은 음성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보낸

다. 음성 재생시, 음성처리유닛(31)은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로부터 전송된 음성 데이터 파일을 압축 해제

하여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서 전환한다. 음성처리 유닛(31)은 디지털 스틸 카메라(1)의 후면에 배치된 스피커(SP)

(33)를 구동하여 스피커(SP)(33)로부터 음성을 출력한다.

스틸 이미지를 얻는 경우, 플래시 구동 유닛(32)은 대용량 플래시 커패시터(도시 없음)를 충전하며, 플래시광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어기(22)의 제어하에서 플래시 조사유닛(6)을 구동한다.

스틸 이미지가 아니고 동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JPEG 회로(27)에 의하여 스틸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하여 준비된 스틸 이

미지 데이터 파일은 임시로 연속해서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기록되며 셔터키(9)는 작동 유지된다. 셔터

키(9)의 작동이 종료하거나 정해진 시간 한도인 예컨대 30초가 경과하면, 일련의 스틸 이미지 데이터 파일들은 바로 동영

상 JPEG 데이터 파일(AVI 파일)로서 다시 설정된다.

기본 모드로서의 재생 모드에서, 제어기(22)는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기록된 이미지 데이터를 선택적으

로 판독한다. JPEG 회로(27)는 촬영 모드의 데이터 압축 공정에 반대인 과정에서 압축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 해제한다.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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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해제된 이미지 데이터는 DRAM 인터페이스(20)를 통하여 DRAM(21)에 유지되며, DRAM(21)에 유지된 내용들은

VRAM 제어기(23)를 통하여 VRAM(24)에 저장된다. 이미지 데이터들은 주기적으로 VRAM(24)으로부터 판독되어 비디

오 신호들을 생성하며, 비디오 신호들은 디스플레이(26)에 재생된다.

선택된 이미지 데이터가 스틸 이미지들이 아니고 동영상들을 나타내면, 선택된 동영상 파일을 형성하는 각각의 스틸 이미

지 데이터는 임시적으로 연속 재생된다. 모든 스틸 이미지 데이터의 재생 종료시에, 시작시의 스틸 이미지 데이터만이 재

생되고 다음 재생 지시가 수신시까지 표시된다.

제 1 실시예의 작동이 이하에서 설명된다.

다음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영구 저장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어기(22)에 의하여 실행된다.

제 1 실시예에서, 셔터키(9)는 2 스트로크 작동에 의하여 작동한다. 기본 작동으로서, AF 작동은 인-포커스 상태와 노출

상태를 "반 스트로크"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제 1 스트로크에 의하여 고정하기 위하여 실행된다. 인-포커스 상태 및 노출

상태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전 스트로크"이라고 불리는 제 2 스트로크에 의하여 실행된다.

도 3은 촬영 모드의 처리 내용을 도시한다. AE 처리는 우선 촬영 렌즈(2)의 현재 선택된 줌 위치에 대응하는 초점 길이에

서 실행된다. 적절한 노출값이 F-값 및 셔터 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얻어진다(단계 A01).

셔터속도가 모니터 상태의 프레임 비율, 예컨대, 30프레임/초의 프레임 속도에 대해 1/30(초) 보다 휠씬 높은 속도에 대응

하는 값으로 조정된다. 이미지가 CCD(13)로부터 얻어지며, 색처리 회로(18)에 의하여 조정되므로 화이트밸런스는 자동

화이트밸런스(AWB) 처리에 의한 광원의 색 온도에 대응한다(단계 A02). 디스플레이(26)에 스루 이미지가 표시되지만(단

계 A03), 키입력유닛(30)의 셔터키(9)가 반정도 눌러진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A04). 이러한 공정은 셔터키(9)가 반정도

눌러지기까지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셔터키(9)가 반 눌러지면, 이 상태는 단계(A04)에서 판단된다. 반 스트로크 상태에 소요되는 경과 시간을 산출하는 내부

카운터(t)의 작동을 산출하는 것이 시작한다(단계 A05). AF 처리는 렌즈의 초점을 정해진 초점 영역에 맞추도록 실행되

며, 인포커스 위치는 고정된다(단계 A06). 동시에, 바로 앞 단계(A01)의 AE 공정에서 얻어지고 적절한 노출을 제공하는

F-값 및 셔터 속도는 고정된다.

셔터키(9)가 촬영 조건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완전히 눌러진 여부(단계 A07), 및 셔터키(9)가 반 정도 눌려 유지되는 여부

(단계 A08)는 반복적으로 판단된다. 셔터키(9)가 반 정도 눌러진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기까지 흐름은 대기한다.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가 취소되면, 이 상태는 단계(A08)에서 정해지며, 촬영 조건들이 해제되고 흐름은 단계(A01)로부

터 재차 과정으로 복귀한다.

촬영 조건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면, 이 상태는 단계(A07)에서 판단되는데, 제어기(22)의 내부

카운터(t)의 카운트 값이 정해진 값인 1초 시간에 대응하는 값과 동등하거나 작은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A09). 내부 카운

터(t)의 카운트 값에 대한 정해진 값에 의하여 표현되는 시간은 사용자에 의하여 사전에 임의로 설정될 수 있다. 내부 카운

터(t)의 카운트 값이 정해진 값 보다 크도록 결정되면,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로부터 전 스트로크로의 이동 동안에 상응

하는 시간이 흐르고 빠른 촬영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 작동에 기초하여 카메라는 이미지 데이터의 기록/저

장 상태로 이동한다.

특히, 촬영 조건들이 고정되더라도 촬영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는 얻어진다(단계 A14).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

터는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파일로서 저장되고 기록된다(단계 A15). 일련의 촬영 과정들이 종료하고,

단계(A01)로부터 재차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과정에 흐름이 복귀한다.

만약 내부 카운터(t)의 카운트 값이 단계(A09)에서 정해진 값과 같거나 더 작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셔터키(9)를 신속히

작동시키기를 바라고 즉시 피사체를 촬영하도록 판단된다. 팬-포커스 상태에 근접한 상태를 설정하기 위하여, 촬영 렌즈

(2)의 현재 줌 위치에 대응하고 가능한 깊은 피사계 심도를 제공하는 정해진 인-포커스 위치는 고정되어 설정된다(단계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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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팬-포커스 과정의 상세한 내용을 나타내는 서브루틴을 도시한다. 디지털 스틸 카메라(1)가 이 경우 외부에서 사용

되는 여부는 바로 앞 단계(A02)의 자동 화이트밸런스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인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단계 S01).

이러한 경우, 촬영 렌즈(2)를 구성하는 렌즈 광학계(12)는 2 개의 고정 초점 범위, 즉, 0.4 ~ 10 m 범위 내의 피사체에 항

상 렌즈의 초점이 일치된 근경용 고정초점 범위와, 렌즈가 항상 1.5 m 에서 무한의 범위의 피사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원경

고정 초점 범위를 가진다.

단계(S01)에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과정에서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의 색 온도이며, 카메라(1)가 외부에서 사용되

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사체는 일정 정도로 카메라(1)로부터 멀어지도록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는 원경 고정

초점 범위에 설정되며(단계 S02), 팬-포커스 설정 서브루틴이 종료한다.

단계(S01)에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와 다르고 카메라(1)가 실외

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어느 정도 피사체는 카메라(1)에 근접하도록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는

근경 고정 초점 범위로 설정되며(단계 S03), 팬포커스 서브루틴이 완료한다.

다시 도 3에 있어서, 소위 직전의 단계(A01)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으로부터 가능한 크게 F-값을 설정하고 F-값에 상

응하는 셔터 속도를 감소시키는 소위 스톱-다운 AE 처리가 단계(A10)의 팬-포커스 과정과 같이 수행된다(단계 A10). 이

과정의 직후에는 카메라는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다(단계A12).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메모

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파일로서 기록 저장된다(단계 A13). 일련의 촬영 과정이 종료하면, 흐름은 다음 촬영

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차 단계(A01)로 복귀한다.

이와 같이, 자동초점 및 고정초점의 두 개의 조작 스트로크를 가지는 셔터키(9)의 조작 상태에 따라 임의로 전환 선택된다.

필요시, 신속한 촬영 조작이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제 1 스트로크 조작으로부터 제 2 스트로크 조작으로의 셔터키(9)의 시간이 정해진 값 이하이면, 촬영은 팬-포커스

를 설정하도록 실행된다. 일반적인 자동 초점 과정의 흐름 동안에도 신속한 촬영으로 이동하기를 사용자가 원하면 팬-포

커스가 의도적으로 설정되고, 촬영이 소위 초점 이탈 상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

더우기, 촬영 조건에 대응하는 범위가 복수의 예컨대, 2 개의 고정 포커스 범위로부터 팬-포커스 설정으로 판단된다. 고정

초점 위치로 전환하여 선택하는 경우, 결정된 고정초점 범위가 선택된다. 촬영은 피사체에 렌즈가 더욱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동안 실행될 수 있다.

고정초점 범위 결정의 필요예로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기능을 사용하여 광원에 대한 색 온도 조정의 결과로부터 피사체 이

미지가 실내 또는 실외에서 촬영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피사체 이미지가 위치되는 고정초점 범위는 사용자의 부담없이 보

다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촬영은 렌즈가 더욱 정확하게 초점 일치되는 동안 실행될 수 있다. 단계(A12)의 촬영과 이어

지는 단계(A13)의 기록/저장과 같이 기록 결과의 출력의 예로서, 단계(S02 또는 S03)에서 설정된 고정초점 범위는 카메라

(1)의 디스플레이(26) 위에 수치로서 표현되고 표시될 수 있다.

도 5는 고정초점 범위가 촬영 직후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여러 촬영 데이터의 하나로서 디스플레이(26) 위에 표시되는 예

를 도시한다. 도 5에서, 플래시 조사모드(a), 촬영 이미지의 잔여 숫자(c), 초점 프레임(d), 고정초점 범위(e), 노출값(셔터

속도 및 F-값)(f)이 디스플레이(26) 위에 적절하게 표시되고 배치된다.

고정초점 범위(e), 원경 고정초점 범위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 "1.5m 에서 무한(∞)"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서 표시된다. 촬영된 이미지의 인-포커스 범위를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는 신속하게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

며 필요시 즉시 재차 촬영을 실행할 수 있다.

(제 2 실시예)

첨부 도면의 여러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적용된 제 2 실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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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은 도 1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전자회로 구조도 도 2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한 부호들은 동일한 부품들을 나

타내며 그 예시 및 설명은 생략된다.

제 2 실시예의 작동이 설명될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어기(22)에 의하여 다음 과정들이 수행된다.

제 2 실시예에서, 셔터키(9)는 2 개 스트로크의 조작에 의하여 작동한다. 기본적인 작동으로서, AF 작동은 "반 스트로크"

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제 1 스트로크에 의하여 인-포커스 상태 및 노출 상태를 고정하도록 실행된다. 인-포커스 및 노출

상태에 고정된 촬영은 소위 "전 스트로크" 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제 2 스트로크에 의하여 실행된다.

도 6 및 7은 전원키(8)의 조작에 따른 통전 작동과 촬영 모드의 공정 내용을 통전 후의 자동으로 설정된 기본 모드로서 도

시한다. 흐름은 전원 공급이 전원키(8)의 조작으로 시작되기까지 대기한다(단계 B01).

전원키(8)의 조작으로 전원 공급이 시작되면, 제어기(22)는 단계(B01)에서 이 상태를 결정하고, 통전 후의 경과 시간을 카

운트하는 내부 카운터(t1)의 카운팅 조작을 시작한다(단계 B02).

촬영 렌즈(2)의 현재 선택된 줌 위치에 대응하는 초점 길이에서 AE 처리가 실행된다. 적절한 노출값이 F-값 및 셔터 속도

를 설정하기 위하여 얻어진다(단계 B03).

셔터속도는 모니터 상태의 프레임 속도, 즉 30 프레임/초의 프레임 속도에 대해 1/30초 보다 더욱 높은 속도에 대응하는

값으로 조정된다. CCD(13)로부터 이미지가 얻어지며, 화이트밸런스가 자동 화이트밸런스(AWB) 처리에 의한 광원의 색

온도에 대응하도록 색처리 회로(18)에 의하여 조정된다(단계B04). 디스플레이(26) 위에 스루(through) 이미지가 표시되

는 동안(단계 B05), 키입력유닛(30)의 셔터키(9)가 반 정도 눌러질 것인지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B06). 이 과정은 셔터키

(9)가 반 정도 눌러지기까지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셔터키(9)가 반 정도로 눌러지면, 이 상태가 단계(B05)에서 판단된다. 제어기(22)의 내부 카운터(t1)의 카운트 값이 정해

진 값, 즉 시간 5초에 대응하는 값 이하인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B07). 내부 카운터(t1)의 카운트 값에 대한 정해진 값에

의하여 표시된 시간이 사전에 사용자에 의하여 임의로 설정될 수 있다.

내부 카운터(t1)의 카운트 값이 정해진 값 이하이면, 전원키(8)의 조작에 의한 통전 타이밍 후에 긴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

으며 사용자는 신속하게 셔터키(9)를 조작하기를 바라며 즉시 피사체를 촬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팬-포커스

상태에 근접한 상태를 설정하기 위하여 촬영 렌즈(2)의 현재 줌 위치에 대응하며 가능한 큰 피사계 심도를 제공하는 정해

진 인-포커스 위치가 고정 설정된다(단계 B08).

도 4에 도시된 팬-포커스 설정에서 이 시기에 실외에서 디지털 스틸 카메라(1)가 사용되는 여부가 직전의 단계(B04)의 자

동 화이트밸런스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인지 여부로부터 판단된다(단계 S01).

이러한 경우, 촬영 렌즈(2)를 형성하는 렌즈 광학계(12)는 렌즈가 항상 0.4 내지 10 m 범위 내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이 맞

추어지는 근경(near-view) 고정초점 범위 및 렌즈가 1.5m 내지 무한대의 범위 내의 피사체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원경(distant-view) 고정초점 범위의 두 개의 고정초점 범위들을 가진다.

자동 화이트밸런스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와 같고 카메라(1)가 실외에서 사용되는 것으

로 단계(S01)에서 판단되면, 어느 정도로 피사체가 카메라(1)로부터 먼 것으로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가 원경

고정초점 범위에 설정되면(단계 S02), 팬-포커스 설정의 서브루틴이 종료한다.

단계(S01)에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와 다르고 카메라(1)가 실외

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피사체는 일정 정도로 카메라(1)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가 근경 고정

초점 범위로 설정되면(단계 S03), 팬-포커스 설정 서브루틴은 종료한다.

다시 도 6에 있어서, 직전의 단계(B03)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으로부터 가능한 크게 F-값을 설정하고 F-값에 따라 셔

터 속도를 감소시키는 소위 스톱-다운 AE 공정이 단계(B08)에서 팬-포커스 공정과 같이 실행된다(단계 B09). 셔터키(9)

가 반 눌러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흐름은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기까지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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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가 취소되면, 이 상태는 단계(B11)에서 판단되는 데, 팬-포커스 상태를 얻기 위한 촬영 조건들이

고정되고 흐름은 재차 단계(B03)로 복귀한다.

셔터키(9)가 촬영 조건이 고정된 상태에서 완전 눌러지면, 이 상태는 단계(B10)에서 판단되는데, 카메라는 즉시 이미지 데

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지며(단계 B12),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메모

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파일로서 기록 저장된다(단계 B13). 일련의 촬영 과정이 종료하고, 흐름은 재차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단계(B03)로부터 과정에 복귀한다.

통전 후의 경과 시간을 카운트하는 내부 카운터(t1)의 카운트 값이 단계(B07)에서 정해진 값보다 크면, 전원키(8)의 조작

에 의하여 통전 타이밍으로부터 대응하는 시간이 경과되고 신속한 촬영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 후의 경과 시간을 카운트하는 내부 카운터(t1)의 카운트 작동이 시작한다(단계B14). AF 처리가 렌즈의 초점을

정해진 초점 영역에 맞추도록 인-포커스 위치를 얻기 위하여 실행되며, 인-포커스 위치가 얻어져서 고정된다(단계 B15).

동시에, 직전의 단계(B03)의 AE 처리에서 얻어지고 적절한 노출값을 제공하는 F-값 및 셔터 속도가 판단되고 고정된다.

셔터키(9)가 촬영 조건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완전히 눌러진 여부(단계 B16), 셔터키(9)가 반 눌러진 여부(단계 B17)는 반

복적으로 판단된다. 셔터키(9)가 반 눌러진 것으로 확인되면, 흐름은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기까지 대기한다.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가 취소되면, 이 상태는 단계(B17)에서 판단되는 데, 촬영 조건들이 해제되고 흐름은 재차 단계

(B03)로부터 과정으로 복귀한다.

촬영조건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면, 이 상태는 단계(B16)에서 판단되는데, 그리고 제어기(22)의

내부 카운터(t1)의 카운트 값이 정해진 값, 즉 시간 1초에 상응하는 값 이하인 여부가 결정된다(단계 B18). 내부 카운터

(t2)의 카운트 값에 대한 정해진 값에 의해 표시된 시간이 사전에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내부 카운터(t2)의 카운트 값이 정해진 값보다 크면,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로부터 전 스트로크로 상응하는 시간이 경과

하였으며 신속한 촬영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카메라(1)는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

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지며(단계 B23),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가 메모

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파일로서 기록 저장된다(단계 B24). 일련의 촬영 과정이 종료하며, 다음 촬영을 준비

하기 위하여 흐름은 재차 단계(B03)로부터 과정에 복귀한다.

내부 카운터(t2)의 카운트 값이 단계(B18)의 정해진 값 이하이면,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로부터 전 스트로크로의 경과

시간이 길지 않으며 사용자가 셔터키(9)를 신속히 조작하여 즉시 피사체를 촬영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팬-포커

스에 근접한 상태를 설정하려면 촬영 렌즈(2)의 현재 줌 위치에 상응하며 가능한 큰 피사계 심도를 제공하는 정해진 인-포

커스 위치가 고정 설정된다(단계 B19).

도 4에 도시된 팬-포커스 설정에서, 이때 실외에서 디지털 스틸 카메라(1)가 사용되는 여부는 바로 직전의 단계(B04)의

자동 화이트밸런스 과정에서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인지 여부로부터 판단된다(단계 S01).

단계(S01)에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과정에서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이며 카메라(1)가 실외에서 사용되

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사체는 어느 정도로 카메라(1)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가

원경 고정초점 범위로 설정되면(단계 S02), 팬-포커스 설정 서브루틴이 종료한다.

단계(S01)에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과정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와 다르며 카메라(1)가 실외

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피사체는 어느 정도로 카메라(1)에 근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는 근경 고

정초점 범위로 설정되며(단계 S03), 팬포커스 설정의 서브루틴이 종료한다.

도 7에 있어서, 직전의 단계(B03)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으로부터 가능한 큰 F-값을 설정하고 F-값에 대응하여 셔터

속도를 감속시키는 소위 스톱-다운 AE 과정이 단계(B09)의 팬-포커스 과정과 같이 실행된다(단계 S20). 카메라는 즉시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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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에(단계 B21),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

(29)에 파일로서 기록/저장된다. 일련의 촬영 과정이 종료하며,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차 단계(B03)로부터 과정

으로 복귀한다.

제 1 실시예의 설명 외에 제 2 실시예는 통전 후의 즉시 정해진 시간 내에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에 의하여 팬-포커스가

설정되는 촬영을 실행한다. 본 실시예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1)의 차단 상태로부터 전원키(8)의 조작에 의하여 전원이 공

급되며 고정 초점에서 신속하게 촬영이 실행되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는 또한 사진 촬영 기회를 놓치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 3 실시예)

첨부 도면의 여러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적용된 제 3 실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외관은 도 1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전자회로 구조도 도 2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한 부호들은 동일한 부품들을 나

타내며 그 예시 및 설명은 생략된다.

제 3 실시예의 작동이 설명될 것이다.

영구 저장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어기(22)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다음 과정들이 실행된다.

제 3 실시예에서, 셔터키(9)는 2 개의 스트로크 조작들에 의하여 작동한다. 기본 작동으로서, AF 작동은 소위 "반 스트로

크"라 일반적으로 불리는 제 1 스트로크에 의하여 인-포커스 상태 및 노출 상태에 고정하기 위하여 실행된다. 인-포커스

상태 및 노출 상태에 고정된 촬영이 일반적으로 "전 스트로크"라고 불리는 제 2의 스트로크에 의하여 실행된다.

도 8은 촬영 모드의 처리 내용을 설명한다. 촬영 렌즈(2)의 현재 선택된 줌 위치에 대응하는 초점 길이에서 우선 AE 처리

가 실행된다. F-값 및 셔터 속도를 얻기 위하여 적절한 노출값이 얻어진다(단계 C01).

셔터속도는 모니터 상태의 프레임 속도, 즉 30 프레임/초의 프레임 속도에 대해 1/30 초보다 더욱 높은 속도에 대응하는

값으로 조정된다. CCD(13)로부터 이미지가 얻어지며, 화이트밸런스가 자동 화이트밸런스(AWB) 처리에 의한 광원의 색

온도에 대응하도록 색처리 회로(18)에 의하여 조정된다(단계C02). 디스플레이(26) 위에 스루 이미지가 표시되는 동안(단

계 C03), 키 입력 유닛(30)의 셔터키(9)가 반 정도 눌러질 것인지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C04). 이 과정은 셔터키(9)가 반

정도 눌러지기까지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셔터키(9)가 반 정도로 눌러지면, 이 상태가 단계(C04)에서 판단되는 데, 정해진 초점 영역에 렌즈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

여 AF 처리가 시작된다(단계 C05). 이때, 단계(C01) 직전의 AE 처리에서 얻어지고 적절한 노출을 제공하는 F-값 및 셔터

속도는 고정된다.

단계(C05)에서 AF 처리의 개시 후에 즉시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진 여부(단계 C06), 및 셔터키(9)가 반정도 눌러진 여

부(단계 C06)가 반복적으로 판단된다. 셔터키(9)가 반 정도 눌러진 것이 확인되면, 흐름은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기까

지 대기한다.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가 취소되면, 이 상태는 단계(C07)에서 판단되는 데, 촬영 조건들이 해제되고 흐름은 단계(C01)

로부터 재차 과정으로 복귀한다.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면, 이 상태는 단계(C06)에서 판단되는 데, 단계(C05)에서 시작된 AF 처리가 완료된 여부 및

인-포커스 위치가 고정된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C08).

AF 처리가 완료되고 인-포커스 위치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로부터 전 스트로크에의 이동 동

안에 AF 처리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신속한 촬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 카메라는 기본적인 작동에 기초

하여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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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고정된 촬영 조건에 기초하여 얻어진 후에(단계 C13), 촬영에 의하

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파일로서 기록 저장된다(단계 C14). 일련의 촬영과정

이 종료하며, 흐름은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차 단계(C01)로부터 과정에 복귀한다.

단계(C08)에서 인-포커스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AF 처리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신속히 셔터키(9)

를 작동시키려 하며 즉시 피사체를 촬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판단한다. 팬-포커스에 근접한 상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촬영렌즈(2)의 현재 줌 위치에 대응하고 가능한 큰 피사계의 심도를 제공하는 정해진 인-포커스 위치가 고정 설정된다(단

계 C09).

도 4에 도시된 팬-포커스 설정에서, 이 때 디지털 스틸 카메라(1)가 실외에서 사용되는 여부가 직전의 단계(C02)에서 자

동 화이트밸런스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인 여부로부터 판단된다(단계 S01).

이러한 경우, 촬영 렌즈(2)를 형성하는 렌즈 광학계(12)는 렌즈가 항상 0.4 내지 10 m 범위 내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이 맞

추어지는 근경(near-view) 고정초점 범위 및 렌즈가 1.5m 내지 무한대의 범위 내의 피사체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원경(distant-view) 고정초점 범위의 두 개의 고정초점 범위들을 가진다.

단계(S01)에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이며, 카메라(1)가 실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사체는 어느 정도 카메라(1)로부터 멀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는

원경 고정초점 범위에 설정되며(단계 S02), 팬-포커스 설정 서브루틴이 종료한다.

단계(S01)에서 자동 화이트밸런스 처리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가 태양광의 색 온도가 아니며, 카메라(1)가 실외

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사체는 어느 정도 카메라(1)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렌즈 광학계(12)의 위치

는 근경 고정초점 범위에 설정되며(단계 S02), 팬-포커스 설정 서브루틴이 종료한다.

다시 도 8에 있어서, 직전의 단계(C01)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으로부터 가능한 큰 F-값을 설정하고 F-값에 대응하여

셔터 속도를 감속시키는 소위 스톱-다운 AE 과정이 단계(C09)의 팬-포커스 과정과 같이 실행된다(단계 C10). 카메라는

즉시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해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에(단계 C11),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가 메모리 카드(28)

또는 내부 메모리(29)에 파일로서 기록되고 저장된다(단계 C12). 일련의 촬영 과정들이 종료하고, 흐름은 다음 촬영을 준

비하기 위하여 재차 단계(C01)에서 과정으로 복귀한다.

셔터키(9)의 반 스트로크에 반응하여 AF 작동이 시작되고 AF 작동의 종료 전에 셔터키(9)가 완전히 눌러지면, AF 조작을

연속함이 없이 촬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설정은 즉시 팬-포커스로 전환된다. 팬-포커스에서의 촬영은 사용자의 작동의 목

적에 따라 신속하게 실행되어 사진 찰영 기회를 상실하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제 1 실시예 내지 제 3 실시예에서 두 개의 근경 및 원경 고정 초점범위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

는다. 촬영 렌즈(2)를 형성하는 렌즈 광학계의 광학 특징 또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1)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카메라 사용

지침서에 따라 카메라는 단지 하나의 초점 범위 또는 3개 이상의 초점 범위들을 가질 수 있다.

제 1 실시예 내지 제 3 실시예에서, 복수의 고정 초점 범위들이 설정되며, 고정 초점 범위들의 어느 것이 피사체 이미지를

포함하는지가 자동 화이트밸런스 조정에 의하여 얻어진 광원의 색 온도로부터 판단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광원이 주기적으로 깜박이면, 이는 형광으로서, 카메라가 실내에서 사용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에, 실내 및 실외 위치들은 현재 설정된 플래시 조사모드, 선택된 장면 프로그램, 등에 기초하

여 구분된다. 이와 같이, 여러 세트의 고정 초점범위들의 하나를 판단하는 여러 방법이 인식가능하다.

(제 4 실시예)

본 발명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CDMA(코드 분할 다중 접속) 셀룰러폰에 적용된 제 4 실시예가 첨부 도면의 여러 도면들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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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및 9B는 제 4 실시예에 따른 셀룰러폰(40)의 외관을 도시한다. 셀룰러폰(40)은 힌지(41)에 의하여 정해진 각도 범

위 내로 피봇되도록 일체로 조립된 폴더 형상을 가진다. 도 9A는 셀룰러폰(40)이 최대로 개방된 경우의 내면을 도시한다.

도 9B는 주로 셀룰러폰(40)이 접혀진 경우의 상부 하우징(42)의 외면을 도시한다.

도 9A 도시와 같이, 리시버로 기능하는 스피커(44)와 주 디스플레이(45)가 상부 하우징(42)의 내면 위에 배치된다. 다이얼

키 등을 포함하는 여러 키들(46)과 트랜시버로 작용하는 마이크로폰(47)이 하부 하우징(43)의 내면에 배치된다.

도 9B 도시와 같이, 카메라(48), 촬영 조명(49), 보조 디스플레이(50)가 상부 하우징(42)의 외면에 배치된다. 하부 하우징

(43)으로 연장하는 안테나(51)가 힌지(41)로부터 외부로 돌출한다. 카메라(48)는 단계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초점 길이를

변화시키는 줌 기능과 AF 기능을 가진다.

여러 키들(46)은 다이얼키, 전원키, 및 채널 접속/차단용 키 외에 카메라 모드를 설정하는 카메라 키(46a), 셔터키로서 또

한 작용하는 설정키(표시 유닛)(46b)를 포함한다. 또한, 여러 키들(46)은 안테나(51)가 없는 힌지(41)의 일측 단부면의 셔

터키(46c)(표시 유닛), 예컨대 카메라(48)의 줌 및 노출값을 표시하고 설정키(46b)를 중심으로 사용하여 위치되는 링키

(46d)(노출설정유닛)를 포함한다.

도 10은 셀룰러폰(40)의 회로 구조를 도시한다. 도 10에서, 안테나(51)는 CDMA에 의하여 최근 기지국과 통신한다. 안테

나(51)는 RF 유닛(61)에 연결된다.

수신의 경우, RF 유닛(61)은 듀플렉서에 의하여 안테나(51)로부터의 신호 입력을 주파수축에서 분리한다. RF 유닛(61)은

분리된 신호를 주파수를 IF 신호로 전환하기 위하여 PLL 합성기로부터의 정해진 주파수 출력의 국부적인 진동 신호와 혼

합한다. RF 유닛(61)은 광대역 BPF에 의하여 수신 주파수 채널만을 추출하고 AGC 증폭기에 의하여 원하는 수신파 상수

의 신호 레벨을 유지하며, 이어서 얻어진 신호를 출력 스트로크 위에서 변조/복조 유닛(62)에 출력한다.

송신시, RF 유닛(61)은 제어기(이하에서 설명)(65)의 제어 하에서 AGC 증폭기에 의한 변조/복조 유닛(62)으로부터의

OQPSK(Offset Quadri-Phase Shift Keying) 변조 신호의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RF 유닛(61)은 주파수를 RF 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PLL 합성기로부터의 정해진 주파수 출력의 국부 진동 신호와 신호를 혼합한다. RF 유닛(61)은 PA(전

력 증폭기)에 의하여 전력을 큰 전력으로 증폭하며, 듀플렉서를 통하여 안테나(51)로부터 얻어진 신호를 방사 전송한다.

수신의 경우, 변조/복조 유닛(62)은 구형(quadrature) 검출기에 의하여 RF 유닛(61)으로부터의 IF 신호를 기본 대역의 Iㆍ

Q(In-PhaseㆍQuadrature-phase) 신호로 분리한다. 변조/복조 유닛(62)은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CDMA 유닛(63)으로 출

력한다.

송신의 경우, 변조/복조 유닛(62)은 CDMA 유닛(63)으로부터 보내진 디지털 값의 IㆍQ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한다.

변조/복조 유닛(62)은 구형 변조기로 아날로그 신호를 OQPSK 변조하여 변조된 신호를 RF 유닛(61)으로 보낸다.

수신의 경우, CDMA 유닛(63)은 변조/복조 유닛(62)으로부터의 디지털 신호를 타이밍 회로의 지시에 따라 디스피리딩 및

복조를 수행하는 복수의 복조 회로들 및 PN(의사 잡음) 코드용의 타이밍 추출 회로에 입력한다. CDMA 유닛(63)은 복조

회로로부터 출력된 복수의 복조 부호들을 합성하여 합성기에 의하여 동기화하고, 얻어진 신호를 음성처리 유닛(64)으로

출력한다.

송신의 경우, CDMA 유닛(63)은 음성처리 유닛(64)으로부터의 출력 부호에 대한 확산 처리를 수행하며 IㆍQ 신호를 얻기

위하여 디지털 필터에 의하여 대역을 제한하며, IㆍQ 신호를 변조/복조 유닛(62)으로 보낸다.

수신시, 음성처리 유닛(64)은 CDMA 유닛(63)으로부터 출력 부호를 분리해내고, 비터비 복조기에 의하여 에러 정정처리

를 수행한다. 이 후에, 음성처리 유닛(64)은 압축된 디지털 신호를 음성처리 DSP(디지털 신호 처리기)에 의하여 정상적인

디지털 음성 신호로 압축 해제한다. 음성처리 유닛(64)은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시키고,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출력하기 위하여 스피커(SP)(44)를 구동한다.

송신의 경우, 음성처리 유닛(64)은 마이크로폰(MIC)(47)으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음성 처리 DSP에 의하여 데이터 양을 압축한다. 음성처리 유닛(64)은 컨벌루션 인코더에 의하여 에러 정정 코딩을 수행하

고 신호를 분리하며 출력 부호를 CDMA 유닛(63)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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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65)는 RF 유닛(61), 변조/복조 유닛(62), CDMA 유닛(63), 및 음성처리 유닛(64)에 연결된다. 제어기(65)는 또한

GPS 수신기(66), 이미지 촬영유닛(67), 이미지 처리유닛(68), 주 디스플레이(45), 보조 디스플레이(50), 메모리 카드(69)

및 진동기(70)와 LED 구동 유닛(71)에 연결된다.

제어기(65)는 CPU(651), 카메라 모드(이하에서 설명)에서의 촬영 작동을 포함하는 작동 프로그램을 영구히 저장하는

ROM(652), 작업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RAM(653), 카메라 모드에서 적절한 노출값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자동노출유닛

(654), 설정키(45b)와 셔터키(45c)의 표시 작동 상태를 검출하는 검출유닛(655), 소정의 노출값과 적절한 노출값을 비교

하는 노출비교유닛(656), 임의 노출값이 설정된 것을 검출하는 노출검출유닛(659), 소정의 초점길이와 카메라 모드의 현

재 초점 길이를 비교하는 초점길이 비교유닛(658), 사용자가 신속히 카메라 모드에서 자동초점 기능으로 조작할지 또는

고정초점 위치를 설정할지 선택하게 하는 초점 제어유닛(657), 카메라 모드에서 복수의 고정 초점 범위들에서 촬영될 피

사체를 포함하는 고정 초점범위를 판단하는 초점범위 판단유닛(660), 사용자에게 고정초점 범위를 판단한 결과를 통지하

는 통지유닛(661)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제어기(65)는 셀룰러폰(40)의 전 작동을 제어한다.

GPS 수신기(66)는 적절한 현재 시간과, 위도, 경도 및 현재 위치의 고도를 GPS 안테나(72)에 의하여 수신된 복수의 GPS

위성으로부터의 위치 측정 정보들을 기초로 산출한다. GPS 수신기(66)는 산출된 데이터를 제어기(65)에 출력한다.

제어기(65)의 제어 아래에서, 이미지 촬영유닛(67)은 카메라(48)를 형성하고 모터(M)(73)에 의하여 위치가 구동되는 광학

렌즈계(74)의 촬영 광축의 배면측에 배치된 CCD(75)의 촬영 작동을 제어한다. 이미지 촬영유닛(67)은 촬영에 의하여 얻

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며,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한다. 모터(M)(73), 광학 렌즈계(74), CCD(73)는 촬영유닛을

형성한다.

이미지 처리유닛(68)은 예컨대 JPEG 방법에 기초하여 이미지 촬영유닛(67)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한다.

또한, 이미지 처리 유닛(68)은 원래 비트맵의 이미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수신된/압축된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 해제한

다.

메모리 카드(69)는 셀룰러폰(40)에 탈착가능하게 장착되어 셀룰러폰(40)에 의하여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 수신을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진동기(70)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면 설정된 진동 강도 및 진동 패턴으로 진동한다.

LED 구동유닛(71)은 촬영 조명을 형성하는 고휘도 백색 LED용의 구동회로이다. 필요하면, LED 구동유닛(71)은 카메라

(48)에 의하여 촬영될 피사체를 향하여 보조광을 조사한다.

주 디스플레이(45) 및 보조 디스플레이(50)의 각각은 백라이트와 그 구동회로를 구비한 반사/송신 컬러 액정 패널로 이루

어진다. 주 디스플레이(45) 및 보조 디스플레이(50)는 백라이트를 가동시켜 송신 액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며, 다소 디스

플레이를 보는 것이 곤란하지만 백라이트를 오프시켜 외부 빛을 사용하여 반사 액정 디스플레이를 또한 제공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힌지(41)는 상부 하우징(42) 및 하부 하우징(43)의 개방 및 접힌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기구를 구비

한다. 도 9A 도시와 같이, 상부 및 하부 하우징(42, 43)이 개방된 개방 상태에서, 카메라(48)로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러 키들(46)의 카메라키(46a)를 작동시켜 이동된 카메라 모드에서, 주 디스플레이(45)는 검출 기구로부터의 정보에 기

초하여 셀룰러폰(40)의 사용자가 사용자 자신 외에 피사체가 촬영되는 "타겟 촬영"을 수행하는 것을 판단한다. 주 디스플

레이(45)는 보조 디스플레이950) 위의 표시를 정지시키며, 카메라(48)의 모니터 이미지를 표시한다. 이 때, 이미지 촬영은

여러 키들(46)에서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를 작동시켜 실행된다.

이와는 반대로, 상부 하우징(42) 및 하부 하우징(43)이 도 9B 도시와 같이 접혀진 접힘 상태에서는, 주 디스플레이(45)는

사용자 자신이 촬영되는 "자기 사진 촬영"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판단한다. 주 디스플레이(45)는 표시를 중지하고 보조 디

스플레이(50)로 하여금 카메라(48)의 모니터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 때, 이미지 촬영이 셔터키(46c)를 조작하여 실

행된다.

제 1 내지 제 3 실시예의 디지털 스틸 카메라(1)에 유사하게, 셀룰러폰(40)은 스틸 이미지를 기록 재생할 뿐만 아니라 동영

상을 기록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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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촬영을 통해 얻어진 스틸 이미지 데이터 및 동영상 데이터는 메모리 카드(69)에 저장되고, 메모리 카드(69)에 저

장된 내용은 재생 모드의 선택 지시에 따라 주 디스플레이(45) 위에서 임의로 재생될 수 있다. 또한, e-메일의 첨부 파일로

서 적절하게 선택하고 설정함으로써 내용들이 통신 파트너에게 송신될 수 있다.

제 4 실시예의 작동이 설명될 것이다.

여러 키들(46)의 설정키(46b)와 셔터키(46c)는 한 스트로크 조작에 의하여 즉시 촬영을 실행할 수 있다.

다음 과정들이 영구 저장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어기(65)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행된다.

도 11은 여러 키들(46)의 카메라키(46a)를 조작함으로써 카메라 모드가 설정된 경우 스틸 이미지 촬영의 처리 내용을 도

시한다. AE 처리가 우선 카메라(48)의 현재 선택된 줌 위치에 대응하는 초점 길이에서 실행된다(단계 D01). F-값 및 셔터

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출값이 얻어지며, F-값 및 셔터 속도에 기초하여 CCD(75)로부터 이미지가 얻어진다.

주 디스플레이(45) 또는 보조 디스플레이(50) 위에 스루 이미지가 표시되는 동안(D02), 여러 키들(46)의 설정키(46b) 또

는 셔터키(46c)가 눌러진 여부가 판단된다(D03). 이 판단은 반복적으로 실행되며, 흐름은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

가 작동되기까지 대기한다.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가 작동되면, 이 작동은 단계(D03)에서 판단된다. 단계(D01) 직전의 AE 처리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EV값)이 설정된 노출 임계값(EVth) 보다 큰 여부로부터 현재의 적절한 노출값이 충분한 휘도를 가지는 여

부가 판단된다(단계 D04).

적절한 노출값이 미리 설정된 노출 임계값 보다 크며 충분한 휘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카메라(48)의 현재 줌 위치

에 대응하고 가능한 큰 피사계 심도를 제공하는 정해진 인-포커스 위치는 고정 설정되어 팬-포커스 상태에 근접한 상태를

설정한다(단계 D05). 또한, 직전의 단계(D01)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으로부터 가능한 큰 F-값을 설정하고 F-값에 대

응하여 셔터 속도를 감소시키는 소위 스톱-다운 AE 처리가 실행된다(단계 D06). 이어서 셀룰러폰(40)은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에(단계D09),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가 이

미지 처리유닛(68)을 통하여 메모리 카드(69)에 파일로서 기록 저장된다(단계D10). 일련의 촬영 과정들이 종료되면,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흐름은 재차 단계(D01)로부터 과정으로 복귀한다.

단계(D04)에서 적절한 노출값이 미리 설정된 노출 임계값 이하이며 충분한 휘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팬-포커

스를 얻기 위한 스톱-다운이 어두운 이미지를 초래하므로 렌즈를 정해진 초점 영역에 맞추기 위하여 인-포커스 위치를 얻

도록 AF 처리가 수행된다(단계 D07). 동시에, 직전의 단계(D01)의 AE 처리에서 얻어지고 적절한 노출을 제공하는 F-값

및 셔터 속도가 판단된다(단계D08). 그러므로, 셀룰러폰(40)은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단계D09), 이미지 검출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

는 이미지 처리유닛(68)에 의하여 메모리 카드(69)에 파일로서 기록되고 저장된다(단계 D10). 일련의 촬영 과정이 종료하

면,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차 직전 단계(D01)로부터 과정으로 흐름이 복귀한다.

이러한 경우, AF 처리를 통해 이미지가 촬영되고 기록된 것을 주 디스플레이(45) 또는 보조 디스플레이(50)의 스크린 중

심에 문자열"AF" 또는 "autofocus"로서 표시한다. 사용자는 촬영이 팬-포커스에서 실행될 것이나 자동초점에서 실행된

것을 통지받을 수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F-값이 AE 처리에서 이미지가 낮은 명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고정 초점용으로 크게

설정되면, 광량의 감소가 셔터 속도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충분히 보상될 수 없어서 어두운 이미지를 초래한다. 촬영 오

류를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출을 이용하는 AF 처리가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제 5 실시예)

카메라 기능을 가진 CDMA 셀룰러폰에 본 발명이 적용된 제 5 실시예가 첨부 도면의 여러 도면들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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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은 기본적으로 도 9A, 9B 도시와 같으며, 전자회로 구조는 기본적으로 도 10 도시와 같다.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부품

을 나타내므로 그 설명 및 예시는 생략될 것이다.

제 5 실시예의 작동이 설명될 것이다.

여러 키들(46) 중의 설정키(46b)와 셔터키(46c)가 일 스트로크의 스트로크 조작에 의하여 즉시 촬영을 실행한다.

다음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영구 저장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어기(65)에 의하여 실행된다.

도 12는 여러 키들(46) 중의 카메라키(46a)를 조작하여 카메라 모드가 설정된 경우 스틸 이미지 촬영의 처리 내용을 도시

한다. 카메라(48)의 현재 선택된 줌 위치에 대응하는 초점 길이에서 AE 처리가 우선 실행된다(단계E01). F-값과 셔터 속

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출값이 얻어지면 이미지가 F-값 및 셔터 속도에 기초하여 CCD(75)로부터 얻어진다. 주

디스플레이(45) 또는 보조 디스플레이(50) 위에 스루 이미지가 표시되는 동안(E02), 여러 키들(46)의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가 눌러진 여부(E03), 및 광학 렌즈계(74)에 의한 줌 위치의 이동이 여러 키들(46)의 "△"키 또는 링 키(46d)

의 "▽"키로 표시되는 여부가 연속적으로 판단된다. 이 판단은 반복적으로 실행되며, 흐름은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

(46c)가 작동되거나 "△"키 또는 링키(46d)의 "▽"키가 작동되기까지 대기한다.

"△"키 또는 링 키(46d)의 "▽"키가 작동되면, 이 작동은 단계(E04)에서 판단된다. 모터(73)는 조작 내용에 따라 줌-업 또

는 줌-다운을 실행하기 위하여 광학 렌즈계(74)를 구동하며(단계 E05), 흐름은 재차 단계(E01)로부터 과정으로 복귀한다.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가 작동되면, 이러한 작동은 단계(E03)에서 판단된다. 현재 줌 위치에 대응하는 초점 길이

(f)가 설정된 초점 길이 임계값(fth) 보다 작은 여부로부터 피사계(field)의 심도의 견지에서 팬-포커스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여부가 판단된다(단계E06).

현재의 초점 길이가 미리 설정된 초점 길이 임계값 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사계의 심도가 거의 팬-포커스 효과를 얻

기에 충분히 크게 설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카메라(48)의 현재 줌 위치에 대응하며 가능한 큰 피사계의 심도를 제

공하는 정해진 인-포커스 위치는 팬-포커스에 근접한 상태를 설정하도록 설정 고정된다(단계 E07). 또한, 직전의 단계

(E01)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으로부터 가능한 큰 F-값을 설정하고 F-값에 대응하여 셔터 속도를 감소시키는 소위 스

톱-다운 AE 처리가 실행된다(단계 E08). 이어서 셀룰러폰(40)은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에(단계E11),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가 이

미지 처리유닛(68)에 의하여 메모리 카드(69)에 파일로서 기록 저장된다(단계E12). 일련의 촬영 과정들이 종료되면,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흐름은 재차 단계(E01)로부터 과정으로 복귀한다.

단계(E06)에서 현재초점 길이가 미리 설정된 초점 길이 임계값 보다 작거나 같고 팬-포커스 효과가 큰 피사계의 심도를

설정하는 것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해진 초점 영역에 렌즈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인-포커스 위치

를 얻도록 AF 처리가 수행된다(단계 E09). 동시에, 직전의 단계(E01)의 AE 처리에서 얻어지고 적절한 노출을 제공하는

F-값 및 셔터 속도가 판단된다(단계E10). 이어서 셀룰러폰(40)은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에(단계E11),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이

미지 처리유닛(68)에 의하여 메모리 카드(69)에 파일로서 기록되고 저장된다(단계 E12). 일련의 촬영 과정이 종료하면, 다

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차 직전 단계(E01)로부터 과정으로 흐름이 복귀한다.

이러한 경우, AF 처리에 의해 이미지가 촬영되고 기록된 것을 주 디스플레이(45) 또는 보조 디스플레이(50)의 스크린 중

심에 문자열"AF" 또는 "autofocus"로서 표시한다. 사용자는 촬영이 팬-포커스에서 실행될 것이나 자동초점에서 실행된

것을 통지받을 수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초점 길이가 크고 초점이 망원 측에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피사계의 심도는 노출의 스톱-다운

의 경우에도 작게 되어 팬-포커스 효과가 거의 얻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촬영 오류는 자동초점을 우선함으로써 피해질

수 있다.

(제 6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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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능을 가진 CDMA 셀룰러폰에 본 발명이 적용된 제 6 실시예가 첨부 도면의 여러 도면들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

다.

외형은 기본적으로 도 9A, 9B 도시와 같으며, 전자회로 구조는 기본적으로 도 10 도시와 같다.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부품

을 나타내므로 그 설명 및 예시는 생략될 것이다.

제 6 실시예의 작동이 설명될 것이다.

여러 키들(46) 중의 설정키(46b)와 셔터키(46c)가 일 스트로크 조작에 의하여 즉시 촬영을 실행한다.

다음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영구 저장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제어기(65)에 의하여 실행된다.

도 13은 여러 키들(46) 중의 카메라키(46a)를 조작하여 카메라 모드가 설정된 경우 스틸 이미지 촬영의 처리 내용을 도시

한다. 사용자의 모드 설정에 의하여 수동 노출 모드가 설정된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F01). 수동 노출 모드가 설정되면, 여

러 키들(46) 중의 링키(46d)를 사용한 사용자의 수동 조작에 대응하는 노출값이 설정된다(단계 F02). 수동 노출 모드가 설

정되지 않으면, 카메라(48)의 현재 선택된 줌 위치에 대응하는 초점길이에서 AE 처리가 실행된다(단계F03).

노출 상태에 대응하는 F-값 및 셔터 속도에 기초하여 CCD(75)로부터 이미지가 얻어진다. 주 디스플레이(45) 또는 보조

디스플레이(50) 위에서 스루 이미지가 표시되는 한편(단계 F04), 여러 키들(46) 중의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가 눌

러진 여부(단계 F05), 및 노출과 연관된 설정 변화 조작이 이루어진 여부(단계 F06)가 순차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은 반복적으로 실행되고 흐름은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가 조작되기까지 또는 노출변화설정 조작이 이루어지기까

지 대기한다.

노출 변화 설정 조작이 이루어지면, 이 조작은 단계(F06)에서 판단된다. 노출 모드를 AE 또는 수동 노출로 변화시키는 과

정을 포함하며 조작 내용에 대응하는 노출 설정 변화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며(단계 F07), 흐름은 단계(F01)에서 과정으로

재차 복귀한다.

설정키(46b) 또는 셔터키(46c)가 조작되면, 이 조작은 단계(F05)에서 판단된다. 사용자의 모드 설정에 의하여 수동 노출

모드가 설정된 여부가 판단된다(단계 F08).

수동 노출 모드가 설정되지 않고 AE 처리가 직전의 단계(F03)에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면, 카메라(48)의 현재의 줌 위치

에 대응하며 가능한 큰 피사계의 심도를 제공하는 인-포커스 위치가 팬-포커스에 근접한 상태를 설정하도록 고정 설정된

다(단계 F11). 또한, 직전의 단계(F03)에서 얻어진 적절한 노출값으로부터 가능한 큰 F-값을 설정하고 F-값에 대응하여

셔터 속도를 감소시키는 소위 스톱-다운 AE 처리가 실행된다(단계 F12). 이어서 셀룰러폰(40)은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

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에(단계F13),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가 이

미지 처리유닛(68)에 의하여 메모리 카드(69)에 파일로서 기록 저장된다(단계 F14). 일련의 촬영 과정들이 종료되면,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흐름은 재차 단계(F01)로부터 과정으로 복귀한다.

단계(F08)에서 수동 노출 모드가 설정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노출 조건들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팬-포커스 효과를 얻

기 위하여 실행된 스톱-다운 조작이 사용자에 의하여 설정된 노출 조건들을 변화시켰으므로 렌즈의 초점을 정해진 초점

영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포커스 위치를 얻기 위하여 AF 처리가 실행된다(단계 F09). 동시에, 직전의 단계(F02)의 수

동 노출 과정에 의하여 설정된 F-값 및 셔터 속도가 판단된다(단계 F10). 셀룰러폰(40)은 이어서 이미지 데이터 기록/저장

상태로 이동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지 검출에 의한 이미지 데이터가 얻어진 후에(단계F13), 촬영에 의하여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는 이

미지 처리유닛(68)에 의하여 메모리 카드(69)에 파일로서 기록되고 저장된다(단계 F14). 일련의 촬영 과정이 종료하면, 다

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재차 직전 단계(F01)로부터 과정으로 흐름이 복귀한다.

이러한 경우, AF 처리에 의해 이미지가 촬영되고 기록된 것을 주 디스플레이(45) 또는 보조 디스플레이(50)의 스크린 중

심에 문자열"AF" 또는 "autofocus"로서 표시한다. 사용자는 촬영이 팬-포커스에서 실행될 것이나 자동초점에서 실행된

것을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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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노출 모드를 설정하면, 사용자에 의하여 설정된 노출값은 팬-포커스 효과를 얻기 위하여

큰 F-값을 설정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촬영 목적을 변화시킴이 없이 고정 초점 대신에

자동 촬영 과정이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제 1 내지 제 3 실시예에서 본 발명이 디지털 스틸 카메라에 적용되었다. 제 4 내지 제6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카메라 기능

을 가진 CDMA 셀룰러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카메라 기능을 가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이동 컴퓨터, 스틸 이미지 촬영이 가능한 비디오 뮤비 카메라, 및 할로겐화은 필름을 사용하는 (스틸)

카메라에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제 1 내지 제 3 실시예들은 카메라 기능을 가진 CDMA 셀룰러폰에 또한 적용될 수 있으며, 제 4 내지 제 6 실시예들이 디

지털 카메라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카메라 기능을 가진 CDMA 셀룰러폰의 설정키(46b) 및 셔터키(46c)는 2개 스트로크의 조작을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카메라 모드가 설정되면,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하게 "반 스트로크" 또는 "전 스트로크"가 판단된다. 이러한 설정

으로, 제 1 내지 제 3 실시예들은 카메라 기능을 가진 CDMA 셀룰러폰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기능을 가진 CDMA 셀룰러폰의 셔터키 조작의 판단(단계 D03, E03, 및 F05)은 디지털 카메라의 셔터키의

전 스트로크의 판단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설정으로서, 제 4 내지 제 6 실시예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될 수 있다.

제 1 내지 제 3 실시예들은 두 개의 근경 및 원경 고정 초점 범위들을 채용하며, 어느 범위가 설정되었는지 판단된다. 제 4

내지 제 6 실시예들도 유사하게 복수의 고정 초점 범위들을 채용하며, 판단 방법은 특히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요지과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하게 수정되고 실시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들은 여러 단계들에 대한 발명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러 발명들이 개시된 구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추출될 수 있다. 예컨대,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기 실시예들에 기재된 모든 구성에서 생략되는 경우, 이들 구성요소들의 생

략으로 얻어지는 배치는 "배경 기술"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의 적어도 하나가 해결될 수 있으며 "발명의 개시"에서 기재한

적어도 하나의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한 발명으로 추출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자동초점 모드가 선택된 상태로부터 바로 전환 후에는 고정초점 모드에서 신속하게 사진 촬영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좋은 사진촬영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외관을 도시하는 사시도이며;

도 2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자 회로의 기능 구조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며;

도 3은 제 1 실시예에 따른 사진촬영 모드의 과정 내용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도 4는 제 1 실시예(제 3 실시예까지)에 따른 팬-포커스 설정 서브루틴의 과정 내용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도 5는 제 1 실시예에 따라 팬-포커스 설정에서 사진촬영 후에 데이터 표시 상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사진촬영 모드의 과정 내용 및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작동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도 7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사진촬영 모드의 과정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도 8은 제 3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스틸 카메라의 사진촬영 모드의 과정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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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및 9B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셀룰러폰의 외관을 도시하는 도면들이며;

도 10은 제 4 실시예에 따른 전자 회로의 기능 구조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며;

도 11은 제 4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 모드의 과정 내용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도 12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따른 셀룰러폰의 카메라 모드의 과정 내용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며;

도 13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셀룰러폰의 카메라 모드의 과정 내용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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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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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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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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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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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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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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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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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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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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