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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 카메라 장치 및 작동 안내 방법

(57) 요약

화상 파일의 관리 및 배열에 대해 앨범과 같은 개념이 도입되며, 여러 개의 앨범이 전자적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전자 카

메라 장치는, 화상 파일을 분류 및 배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개의 앨범을 설정하는 앨범 생성 섹션(413)과, 생성된 여

러 개의 앨범을 관리하는 앨범 관리 섹션(416)), 및 생성된 여러 개의 앨범에 대응하는 각각의 앨범 식별자 정보를 표시하

는 앨범 식별자 정보 표시 처리 섹션(411)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 카메라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방법이며,

화상을 캡처하는 단계와,

상기 화상을 화상 파일로서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화상 파일을 분류하여 배열하기 위해 사용되고, 각각 다수의 화상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되는 화상 파일의 내용

을 표시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분류되는 다수의 앨범을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앨범들로부터 하나의 앨범을 선택하는 단계와,

슈팅 모드 또는 플레이백 모드 중에 상기 선택된 앨범에 대응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앨범 식별자 정보 표시 단계는 다수의 앨범 각각에 대응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또는 재생된 화상을 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앨범 식별자 정보는, 선택되었을 때 신규 앨범을 생성하는 아이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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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화상 파일에 대해, 메뉴에 표시되는 앨범 식별자 정보의 일부에 의해 확인되는 목표 앨범을 결정하는 단

계, 및

화상 파일을 저장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를 화면의 부분에 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앨범 식별자 정보의 일부가 선택될 때 신규 앨범을 생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신규 앨범이 생성될 때 파일 수를 리셋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안내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를 추

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앨범중 하나의 앨범의 일부로서 저장된 화상 파일의 플레이백을 위해 다수의 앨범중 하나에

대응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를 특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앨범중 제1 앨범에 저장된 화상 파일을 플레이백 메뉴에서 사진 썸네일 형태로 표시하는 단계, 및

사진 썸네일을 스크롤하여 다수의 앨범중 제2 앨범의 사진 썸네일로 이동시킬 때 앨범의 경계의 마크를 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슈팅 모드 및 플레이백 모드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전자 카메라 장치이며,

슈팅 모드 중에 화상을 캡처하기 위한 수단과,

플레이백 모드 중에 상기 화상을 화상 파일로서 기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화상 파일을 분류하여 배열하기 위해 사용되고, 각각 다수의 화상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되는 화상 파일의 내용

을 표시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분류되는 다수의 앨범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앨범들로부터 하나의 앨범을 선택하는 수단과,

슈팅 모드 중에 화상을 표시하고, 플레이백 모드 중에 상기 기록 수단으로부터 회수되는 재생된 화상을 표시하며, 슈팅 모

드 및 플레이백 모드 중에 하나 이상의 상기 선택된 앨범에 대응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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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앨범 식별자 정보는 상기 표시 수단에 미리 저장되는 다수의 아이콘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아이

콘에는 선택될 때 신규 앨범을 생성하기 위한 아이콘이 포함되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화상 파일을 수용하기 위해 슈팅 메뉴에 표시되는 다수의 앨범중 하나와 연관된 앨범 식별자 정보를 선

택하기 위한 수단, 및

화상 파일에 저장된 앨범 식별자 정보를 화면의 부분에 표시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

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다수의 앨범중 하나의 앨범에 저장된 화상 파일을 플레이백 메뉴에서 사진 썸네일 형태로 표시하고, 사

진 썸네일을 스크롤하여 다음 앨범의 썸네일로 이동시킬 때 앨범의 경계의 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다수의 앨범중 선택된 앨범에 대해 보호를 설정하기 위한 앨범 보호 설정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선택된 앨범에 저장된 다수의 화상 파일중 선택된 화상 파일에 대해 보호를 설정하기 위한 화상 파일 보

호 설정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보호되는 화상 파일의 표시 색상을 다수의 화상 파일중 보호되지 않는 화상 파일과는

다른 색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보호되는 앨범의 표시 색상을 다수의 앨범중 보호되지 않는 앨범과는 다른 색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전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보호되는 앨범을 다수의 앨범중 보호되지 않는 앨범과는 달리 표시하게 되어 있는 전

자 카메라 장치.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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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카메라 장치용 작동 안내 방법이며,

각각 다수의 화상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되는 화상 파일의 내용을 표시하는 앨범 식별자 정보에 기초하여 분류되는

다수의 앨범을 준비하는 단계와,

화상 파일의 저장을 위해 슈팅 메뉴에서 화상 파일에 대해 다수의 앨범 중에서 목표 앨범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화상 파일을 저장하는 목표 앨범의 앨범 식별자 정보를 안내 화면의 일부분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작동 안내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목표 앨범을 결정하기 전에, 상기 방법은,

앨범 식별자 정보의 일부가 선택될 때 앨범을 생성하는 단계, 및

신규 생성된 앨범과 연관된 앨범 식별자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작동 안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전자 카메라 장치 및 그 작동 안내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착탈가능한(removable) 대용

량 기록 매체로 구성된, 전자 카메라 장치에 대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카메라 장치에는 반도체 메모리와 같은 기록 매체가 장착될 수 있다. 반도체 메모리에는 픽업(캡처)된 화

상 데이터가 저장된다. 사용자가 전자 카메라 장치를 작동시키면, 반도체 메모리에 저장된 화상 데이터는 판독된 후 전자

카메라의 LCD 모니터 상에 표시된다.

종래의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픽업된 화상 데이터는 소정의 파일 수로 저장된다(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공보 제2002-

19933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 메모리의 저장 용량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상당히 많은 화상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더욱이, 전자

카메라 장치가 퍼스널 컴퓨터에 연결되어 퍼스널 컴퓨터에 화상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능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화상 파일

에 대한 효과적인 배열 및 관리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포함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하며, 전술한 일반적인 설명 및 후술하는 실

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해줄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후술할 것이다.

도1a 및 도1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적용되는 전자 카메라 장치의 외관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1a는 아래에서 바라

본, 전자 카메라 장치의 앞쪽의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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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a에서, 전자 카메라는 촬영(화상 픽업) 렌즈(101), (내장) 플래쉬(102), 셔터 버튼(103), 및 원격 제어 신호 수신 포트

(104)를 포함한다. 전자 카메라 장치가 퍼스널 컴퓨터, 전원 등에 연결될 때, 어댑터 연결 단자(105)가 사용된다. 본 실시

예에 따른 다른 특징부에는 삼각대 탭 구멍(106), 배터리 커버(107), 및 고리 부착 구멍(108)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제한

되지는 않는다.

도1b는 좌측에서 바라본, 전자 카메라 장치의 뒤쪽의 사시도이다. 도시하듯이, 전자 카메라 장치는 액정 모니터(201)와 스

피커(203)를 포함한다. 이들 액정 모니터(201)와 스피커(203)는 통합 편평형 프레임(200)에 조립된다. 프레임(200)은 대

개 전자 카메라 장치의 본체의 리세스에 수용된다. 전자 카메라 장치가 사용될 때, 프레임(200)은 도1b에 도시하듯이 개방

된다. 도면부호 204는 전원을 온오프시키기 위한 파워 버튼을 지칭하며, 205는 상태 LED를 지칭하고, 206은 매체 LED를

지칭한다. 상태 LED(205)의 조명 색상은 슈팅(shooting:촬영) 모드 또는 플레이백(playback:재생) 모드에 따라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매체 LED(206)의 조명 색상은 현재 사용되는 매체(하드 디스크 또는 반도체 메모리)에 따라 변화한다.

도면부호 211은 동화상(비디오)을 녹화할 때 작동되는 무비-녹화 버튼을 지칭한다. 도면부호 212는 줌(zoom) 제어에 사

용되는 줌 바를 지칭한다. 도면부호 213은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그 다이얼이며, 오케이 버튼(214)을

누름으로써 선택되는 기능이 정해진다. 액정 모니터(201)에는 조그 다이얼(213)의 작동 내용 및 상태가 표시된다. 도면부

호 215는 모니터 상에 다양한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뉴 버튼을 지칭한다. 도면부호 216은 모드 레버를 지칭하

며, 217은 착탈가능한 반도체 메모리를 수용하는 슬롯의 커버를 지칭한다.

도2는 전자 카메라 장치의 광학 시스템 및 전기 회로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선도이다. 렌즈(11)로부터 캡처

된 피사체 화상이 촬상 소자(12)(예를 들면, CCD 화상 센서)의 화상 평면에 이미지화된다. 피사체 화상은 그 안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이후 아날로그/디지털(A/D) 컨버터(13)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신호 처리기(14)에 입력된

다. 신호 처리기(14)는 감마 보정, 색상 신호 분리, 및 화이트 밸런스 제어를 수행한다. 전술한 촬상 소자(12), A/D 컨버터

(13), 및 신호 처리기(14)는 촬상 섹션으로서 기능한다.

정상 슈팅 상태(모드)에서 셔터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호 처리기(14)로부터의 영상 데이터는 메모리 콘트롤러(15)

를 통해서 화상 표시 처리기(61)에 입력된다. 이 경우, 슈팅된 화상을 액정 모니터(201)에 표시하기 위해 변환 및 메뉴 동

기화가 이루어진다. 화상 표시 처리기(61)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는 액정 모니터(201)에 공급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

상태의 슈팅 화상 또는 목표 피사체가 액정 모니터(201)에 표시된다.

셔터 작동이 이루어지면, 픽업된 화상 데이터는 화상 압축/압축해제 처리기(16)에서 압축(예를 들면, JPEG로 확인될 수 있

는 압축)된다. 이후, 화상 데이터는 CPU(중앙 처리 장치)(20)의 제어 하에 기록 매체 인터페이스(31)를 거쳐서 하드 디스

크(32A) 또는 반도체 메모리(예를 들면, SD 카드)(32B)에 저장된다. 기록 매체는 상술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광 디스크가

사용될 수도 있다.

기록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화상 데이터가 판독될 때, 화상 데이터는 CPU(20)의 제어 하에 화상 데이터가 압축해제된다.

이후, 화상 데이터는 메모리 콘트롤러(15)를 거쳐서 화상 표시 처리기(61)에 입력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플레이백(재생)

화상이 액정 모니터(201)에 표시된다.

화상 데이터를 편집하고, 썸네일(thumbnail:엄지손가락 손톱만한 스케치) 화상을 생성하며, 화상 순서를 교체하기 위해 작

업(work) 메모리(17)가 사용된다. 또한, 상기 작업 메모리(17)는 다양한 아이콘들을 편집하는데 사용된다. 작업 메모리

(17)는 하나 이상의 화면과 동등한 화상 데이터를 세이브(저장)할 수 있다. 작업 메모리(17)에 저장된 화상 데이터는 메모

리 콘트롤러(15)를 통해서 화상 표시 처리기(61)에 입력된다. 따라서, 화상 편집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집 또는 슈팅에 있어서, 오디오 데이터는 마이크(42)와 오디오 인터페이스(41)를 통해서 캡처된다. 오디오 데이터는 슈

팅된 화상 데이터와 짝을 이루며, 이후 기록 매체에 기록된다. 사용자가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하고자 하면, 이는 슈

팅된 화상 데이터와 함께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된다. 화상을 플레이백하는 동안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41)

를 거쳐서 스피커(203)로부터 사운드로서 출력된다. 이 경우, 본 발명에 따르면, 화상을 플레이백 및 확인하는 동안에 사운

드를 묵음화(mute)시킬 수 있다.

슈팅 모드에서, CPU(20)는 콘트롤러(18)를 통한 제어 신호에 따라서 줌 제어, 자동-노출(조리개) 제어(AE), 자동-포커스

제어(AF), 및 플래쉬 제어를 수행한다. CPU(20)에는 외부 작동 신호가 작동 도구(21)와 원격 제어 신호 수신부를 거쳐서

등록특허 10-0716686

- 6 -



부여된다. 더욱이, 상기 CPU(20)는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도시되지 않음)와 연결되며, 따라서 카메라는 TV와 같은 외부

표시 장치와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술한 작동 도구(21)는 도1에 도시된 다양한 작동 버튼을 집합적으로 지시하여 도

시한다.

CPU(20)는 상태 표시 장치로서 상태 LED(205)를 제어한다. 상기 상태 표시 장치는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표시 색상의

종류 및 표시 패턴은 조합되며, 따라서 카메라 본체의 전방에 위치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여

섯가지 색상이 표시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저속, 고속, 연속, 및 단속 플래싱(flashing)이 표시 패턴으로서 주어진다.

전술한 표시 패턴은 색상의 종류와 조합된다.

사용자는 표시 색상의 종류와 표시 패턴의 조합을 임의로 설정 및 개별화(customize)할 수 있다.

후술하는 것은 본 발명의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의 통상적인 구조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앨범 식별자 정보]

여기에서, 앨범 식별자(identifier) 정보는 앨범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앨범 식별자 정보는 아이콘, 마크, 심볼,

그래픽, 캐릭터, 또는 이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도3은 여러가지의 앨범 아이콘을 도시한다. (주: 도3에서의 한국어는 설명을 위한 "심볼"로서 사용된다.) 앨범 아이콘 1 내

지 32는 영어와 한국어 앨범 명칭으로 미리 제공될 수 있다. 이 앨범은 앨범 생성을 위해 도2의 메모리(43)에 미리 저장되

며, 초기 단계에서의 앨범 아이콘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후술하듯이, 아이콘이 앨범을 생성하도록 선택될 때, 선택

된 아이콘은 앨범 아이콘으로서 기능한다.

본 발명의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는, 도1b의 모드 레버(216)가 작동됨으로써, 슈팅 모드와 플레이백 모드가 바뀔 수 있다.

슈팅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메뉴 버튼(215)을 작동시킬 때, 액정 모니터(201)에 슈팅 메뉴가 표시된다. 조그 다이얼(213)

이 작동될 때 슈팅 메뉴는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한다.

도4는 액정 모니터(201)에 슈팅 메뉴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를 도시한다. 조그 다이얼(213)과 액정 모니터(201)는 상호 인

접하여 배치된다. 액정 모니터(201) 상에는, 조그 다이얼(213)의 원호의 일부가 표시된 상태에 있다. 조그 다이얼(213)이

회전됨으로써, 화면에는 슈팅 메뉴의 다양한 메뉴 아이템이 연속적으로 스크롤된다. 메뉴 아이템은 커서로 나타내듯이 스

크롤되고, 이후 선택된다.

소정의 메뉴 아이템이 선택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고, 그로 인해 선택된 메뉴 아이템의 상세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이 나타난다.

도5a는 슈팅 메뉴를 사용하여 다양한 슈팅 조건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버튼의 기능을 도시한다. 도5b는 메뉴 아이템 명칭

과 설정 내용을 도시한다. 본 발명의 장치는 메뉴 아이템 "앨범 선택"을 갖는다.

도6a는 메뉴 아이템 "앨범 선택"이 선택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사용자가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면, 기록 매체로서 하드

디스크(HDD) 또는 SD 카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도6b에 도시하듯이 사용자에게 주어진다.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상향 또는 하향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고, 그로 인해 커서에 의해 HDD 또는 SD 카드가 선택된다. 사용자가 커

서로 HDD를 선택하면, 액정 모니터(201)에는 지시계 "HDD"가 표시된다. 사용자가 커서로 SD 카드를 선택하면, 액정 모

니터(201)에는 지시계 "SD 카드"가 표시된다. 도6b는 "HDD"가 선택된 상태를 도시한다.

이 경우, 하드 디스크 내에 여러가지 앨범이 이미 존재한다면, 도6c에 도시하듯이 앨범 아이콘(61, 62, 63)이 조그 다이얼

(214)의 회전 작동으로 나타난다. 도6c는 중심 위치의 앨범 아이콘(62)에 대응하는 앨범이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동

시에, 선택가능한 앨범에 대한 앨범 명칭(64)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앨범 아이콘(62)에 대응하는 앨범을 선택하기 위해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면, 촬영 데이터가 앨범과 연관된다.

도6c에서는 간단한 박스처럼 도시되었지만, 앨범은 실제로 도3에 도시된 아이콘 화상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도6c는 앨범 "가족 101"이 선택된 상태를 도시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가족에서, 아들

은 아버지가 찍은 제1 앨범 "가족 101"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찍은 화상에 대한 제2의 앨범 "가족"을 생성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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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아들은 오케이 버튼(214)의 하향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며, 이로 인해 메뉴 아이템 "신규 파일 생성"을 선택한

다. 메뉴 아이템 "신규 파일 생성"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1b의 오케이 버튼(214)이 눌리면, 도6d에 도시하듯이 신규 앨범이

생성된다. 이 경우에, 제2 앨범은 "가족 102"로서 설정된다. 따라서, 전술한 제1 및 제2 앨범은 상호 식별가능하다.

이후, 도6e에 도시하듯이, 오케이 버튼(214)이 다시 눌리면, 앨범에 저장된 화상 파일 수를 리셋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우선, 가족으로서 제1 앨범에 이어지는 제2 앨범이 생성되면, 화상 파일

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제1 및 제2 앨범이 상호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각각의 화상 파일을 초기 값부터

시작할 것이 추천된다.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상향 또는 하향 삼각형 화살표를 눌러서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한다.

도6c에 도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추가로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면, 도3에 도시된 아이콘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용자는 신규 앨범을 생성하기 위해 임의의 아이콘을 선택한다.

슈팅 모드에서, 사용자가 특정 앨범을 지정하거나 앨범을 신규로 접지 않고서 슈팅하면, 슈팅된 화상 파일은 자동적으로

도3에 도시된 아이콘 "캘린더"의 앨범에 저장된다.

[모니터링]

전술했듯이, 전자 카메라 장치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픽업된 스틸(still:정지) 화상 또는 비디오 화상이

모니터 화면의 앨범에 저장됨을 표시할 수 있다.

도7에는, 슈팅 모드에서 액정 모니터(201)에 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콘이 도시되어 있다. 도7에서, 좌하부에 도시된

아이콘(7-21)은 이후 슈팅된 화상 데이터가 기록되는 매체를 나타낸다. 아이콘(7-21)에 따르면, 화상 데이터는 하드 디스

크에 저장된다. 더욱이, 아이콘(7-22)은 화상 데이터가 저장되는 앨범을 나타낸다. 아이콘(7-22)은 가족 앨범이며, 아이

콘(7-22)의 우측에는 폴더 넘버 "100"이 도시되어 있다.

후술하는 것은 다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다. 7-1은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며, 7-2는 비디오 마크, 즉 비디오

슈팅 아이콘(절반 셔터 모드에서 사라짐)이다. 7-3은 슈팅가능한 시간을 나타내는 아이콘(절반 셔터에서 사라짐)이며, 7-

4는 스틸 화상 마크, 즉 비디오 화상 슈팅의 배제를 나타내는 스틸 화상 슈팅 아이콘이다. 7-5는 슈팅가능한 사진의 수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며, 7-6은 줌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다. 7-7은 카메라 흔들림 경고 아이콘이며, 스틸 화상을 위한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릴 때 경고로서 표시된다. 아이콘 7-7은 비디오 슈팅 모드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아이콘 7-8은 포커

스 기준 마크이며, 자동-포커스 모드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아이콘 7-9는 장면(scene) 마크이며, 자동-모드를 배제한

상태에서 표시된다. 아이콘 7-10은 플래쉬를 나타내며, 플래쉬가 실행되면 절반 셔터 모드에서 옐로우로 변화된다. 7-11

은 노출 보정 아이콘이며, 7-12는 셀프-타이머 아이콘이다.

7-13은 화이트 밸런스 아이콘이며, 7-14는 감도(sensitivity) 아이콘이고, 7-15는 측광(metering) 시스템 아이콘이다.

또한, 7-16은 비디오 화질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며, 7-17은 윈드 노이즈(wind noise) 감소 아이콘이고, 7-18은 스틸 화상

크기 아이콘이다. 7-19는 스틸 화상 화질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며, 7-20은 연속 슈팅 아이콘이다. 7-21은 전술한 매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며, 7-22는 앨범 아이콘이다. 7-23은 날짜/시간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다. 7-24는 포커스 영역 아이콘

이다.

[슈팅 조건의 상세 지시 및 정상 지시]

본 발명의 전자 카메라 장치는 액정 모니터에 아이콘이 표시될 때 정상 지시(normal indication) 및 상세 지시(detail

indication)의 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 정상 지시에 따르면, 슈팅에 필요한 최소 아이콘이 표시된다. 한편, 상세 지시에 따

르면, 다양한 설정 조건이 추가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슈팅 조건이 다양하게 설정될 때 및 화면이 모니터링 화면으로 복

귀될 때 상세 지시는 3초간 표시된다.

도8a 및 도8b에 도시하듯이, 정상 지시 모드에서는 "오케이 지시 변경" 지시가 주어진다.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을 작동함

으로써, 지시 모드를 정상 지시로부터 상세 지시로 변경시킨다. 정상 지시 모드에서는, 필수 최소 아이콘이 표시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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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자는 픽업된 화상을 쉽게 감시한다. 상세 지시 모드에서, 사용자는 변경된 설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

세 지시 모드에서, 다양한 설정 아이템이 표시된다. 도8b에서는, 기록 매체 아이콘(7-21)(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및 앨범

아이콘(7-22)(예를 들면, 앨범 "가족")이 표시된다.

[비디오 슈팅 모드에서의 일시정지]

본 발명의 전자 카메라 장치는 비디오 슈팅 모드에서 일시정지(pause) 기능을 갖는다. 이 경우, 기록 데이터는 일시정지된

장면에서 비디오 파일(또는 챕터)의 종료(end)로서 관리된다. 따라서, 일시정지 버튼은 비디오 슈팅 모드에서 작동되며,

따라서 비디오 파일이 연속적으로 생성된다.

도9a 및 도9b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될 것이다. 도9a는 비디오 슈팅 모드에서 액정 모니터(201)상의 표시 화면을 나타

낸다. 오케이 버튼(214)이 작동되면, 표시 화면은 일시정지된 상태, 즉 도9b에 도시된 화면으로 시프트된다. 이후, 오케이

버튼(214)은 다시 도9b에 도시된 화면 상태로부터 작동되며, 따라서 비디오 슈팅 모드로 복귀한다. 사용자는 전술한 작동

을 얻기 위해 도9a 및 도9b에 도시된 아이콘(9-10) 및 아이콘(9-11)의 개별 기능 설명을 이해한다. 일시정지 모드에서는,

도9b에 도시하듯이 아이콘(9-12)이 일시정지 마크로서 표시된다.

[작동될 키(예를 들면, 조그 다이얼) 및 작동 내용을 나타내는 아이콘과 조합되는 디스플레이]

전자 카메라 장치는 노출 보정 및 수동 포커스를 실행하며, 이 경우, 제어를 위한 작동 아이콘은 그 제어 값과 함께 동시에

표시된다. 즉, 도10에 도시된 표시 화면이 얻어진다.

사용자는 메뉴 모드에서 조그 다이얼(214)을 회전시키며, 따라서 수동 포커스 아이템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오

케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수동 포커스 제어를 실행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조그 다이얼을 회전시키면, 안내 화면(201a)에

표시된 아이콘은 안내 화면(201b)에 도시된 아이콘 표시 상태로 변화된다. 안내 화면(201b)에는, 조그 다이얼 마크 및 제

어값이 표시된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4)을 회전시킴으로써 포커스를 조절한다.

사용자가 안내 화면(201b)의 표시 상태로부터 오케이 버튼(214)의 우측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면, 화면은 노출을 조정하기

위한 안내 화면(201c)으로 바뀐다.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213)은 노출을 조정하도록 회전된다. 이 경우, 노출 제어 아

이콘(10-3)의 좌측에는 조그 다이얼 마크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노출 조정을 위해 화면을 안내 화면(201a)으로부터 안내 화면(201c)으로 시프트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우측 삼각형 화살표를 눌러서 상기 시프트를 달성한다. 사용자가 안내 화면(201c)의 상태로부터 오케이 버튼

(214)을 누르면, 화면은 5초후 슈팅 모드 화면으로 복귀된다.

전술했듯이, 조그 다이얼 마크는 아이콘의 측부에 지시되며, 따라서 전자 카메라 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작동되는 작동 도

구를 시각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도10에는, 조그 다이얼 마크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다른 키 마크가 사용될 수도 있

다.

[슈팅 조건 설정시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슈팅 모드 아이콘 표시]

슈팅 조건이 설정될 때, 전자 카메라 장치는 비디오 슈팅 모드 또는 스틸 화상 슈팅 모드에 그 영향을 주는 조건의 설정 결

과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보여줄 수 있다.

도11에는, 슈팅 감도를 설정할 때의 안내 화면(201-1)이 액정 모니터(201)에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조그 다이얼(213)

을 회전시키면, 타이틀 "ISO 감도"가 감도 제어 아이템으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오케이 버튼(214)을 작동하

면, 화면은 안내 화면(201-2), 즉 상세 감도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으로 바뀐다. 안내 화면(201-2)에 보이듯이, 사용자는 "

오토 200", "오토 400", "70", "100", "200", "400"으로부터 소망의 ISO 감도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

(214)을 회전시키며, 이로 인해 현재 선택 상태가 안내 화면(201-2)에 표시된다. 도11은 ISO 감도로서 "오토 200"이 선택

된 상태를 도시한다.

더욱이, 상기 감도 제어가 이루어지면, 전자 카메라 장치는 사용자에게 비디오 슈팅 또는 스틸 화상 슈팅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아이콘(7-2; 7-4)을 표시할 수 있다. 감도 설정이 완료된 후, 사용자가 오케이 버튼(214)의 좌측 삼각형 화살표를 누

르면, 안내 화면은 안내 화면(201-1)으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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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는 스틸 화상 화질이 설정된 상태를 도시한다.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비디오 슈팅 품질은 일정한 값(예를 들면, 0.3M

(메가비트))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스틸 화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하다. 도12에는, "일반화질

(normal)" 및 "고화질(fine)"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 화질은 3M, 1.2M, 5M으로 설정될 수 있다.

슈팅 메뉴 지시 모드에서,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이에 따라 화질 설정 아이템으로서 타이틀 "화질"이

나타난다(안내 화면 201-3 참조). 여기에서, 사용자가 오케이 버튼(214)을 작동하면, 화면은 안내 화면(201-4), 즉 화질

을 상세하게 설정하기 위한 화면으로 변화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일반화질" 또는 "고화질"을 선택하기 위해 조그 다이얼

(213)을 회전시킨다. 도12는 "고화질"이 선택된 상태를 도시한다. 전술한 스틸 화상 화질 설정이 완료된 후, 사용자가 오케

이 버튼(214)의 좌측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면 화면은 안내 화면(201-3)으로 복귀된다. 스틸 화상 화질 설정이 이루어지

면, 설정 결과는 스틸 화상에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는 이를 쉽게 알게 되는 바, 아이콘(7-4)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예는 스틸 화상 화질과 IOS 감도를 설정하는 경우를 도시한다. 이 경우, 설정 결과는 또한 다른 슈팅 조건이 설정되

더라도 아이콘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슈팅 모드 또는 스틸 화상 슈팅 모드에 대해 또는 이

들 양 모드에 대해 영향을 주는 설정 결과를 보여주는 아이콘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어떤 기록 매체로부터 어떤 앨범 비디오 화상이 플레이백 모드로 재생되는지를 아이콘이 지시]

도13은 스틸 화상 플레이백 모드에서의 안내 화면(201-6)을 도시한다. 안내 화면(201-6)은 사용자 안내를 위해 사용되는

정상 아이콘 지시를 나타낸다. 안내 화면(201-6)에는, 아이콘(7-21)과 아이콘(7-22), 즉 플레이백 화상 데이터의 기록 매

체 아이콘과 플레이백 화상 데이터로 저장된 앨범 아이콘이 함께 나타난다. 이들 아이콘은 슈팅 모드에서는 화면의 하부에

나타나지만, 화면의 상부에 나타나 있다. 플레이백 중에,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

7)에 도시하듯이 아이콘 비-지시(non-indication) 상태가 주어진다. 또한, 사용자는 안내 화면(201-7)의 상태에서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8)에 도시하듯이 상세 설정이 나타난다. 또한, 사용자는 안내 화면(201-8)

의 상태에서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며, 그로 인해 화면은 안내 화면(201-6)의 지시 상태로 복귀된다.

이상은 스틸 화상 플레이백 모드에서 화면이 변화하는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화면은 비디오 화상 플레이백

모드에서도 변화한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화상 플레이백 모드에서 안내 화면(201-9)에는 정상 화면이 도시된다. 이 경우

역시, 플레이백 화상 데이터의 기록 매체 아이콘(7-21)과 앨범 아이콘(7-22)이 함께 나타난다. 사용자는 안내 화면(201-

9)이 도시된 상태에서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며, 이로 인해 화면은 안내 화면(201-7)에 도시된 지시 상태로 바뀐다.

[스틸 화상이 주밍 및 재생될 때 주밍(zooming) 영역을 표시]

전자 카메라 장치는 스틸 화상 플레이백 모드에서 줌-인 및 줌-아웃 지시를 할 수 있다. 도14의 안내 화면(201-11)은 스

틸 화상 플레이백 모드에서 줌인 및 줌아웃을 하지 않는 정상 플레이백 상태를 도시한다. 사용자는 도1b의 줌 바(212)를

작동시켜 "T-방향"으로 밀어올리며, 그로 인해 줌-인된(zoomed-in) 화면이 주어진다. 줌-인된 화면에서, 사용자가 오케

이 버튼(214)의 상, 하, 좌, 우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면 줌-인 위치가 이동된다. 안내 화면(201-12)은 줌-인된 화면 영역,

줌-아웃된 전체 영역 (소)화면, 및 줌-인 위치 마크 영역을 보여준다. 안내 화면(201-12)에서, 줌-아웃된 전체 화면 영역

은 화면의 우하부에 나타나고, 프레임과 같은 줌-인 위치 마크 영역은 줌-아웃된 전체 화면 영역에 나타난다.

줌-아웃된 전체 화면 영역에 나타나는 줌-인 위치 마크 영역을 확인함으로써 전체 화면 영역에서 위치가 주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줌-아웃된 전체 화면 영역과 줌-인 위치 마크 영역은 사용자가 줌 바(212) 또는 오케이 버튼(214)을 작동시키

지 않은 후 소정 시간(예를 들면, 3 내지 5초)이 경과했을 때 사라진다. 이 경우, 안내 화면(201-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줌

-인된 화면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줌 바(212) 또는 오케이 버튼(214)을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이들 줌-아웃된 전

체 화면 영역과 줌-인 위치 마크 영역이 다시 나타난다.

[썸네일 지시에서 사용자의 앨범 느낌을 인식하기 위해 앨범 사이 경계 표시]

전자 카메라 장치는 썸네일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앨범 아이콘을 사용하여 어떤 앨범의 썸네일이 표시되는지를 지시할

수 있다.

도15 및 도16의 각각은 썸네일이 표시될 때의 화면을 도시한다. 도15에서, 안내 화면(201-15)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도

6c의 가족 앨범(101)의 사진 썸네일이 표시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사용자는 도1b의 줌 바(212)를 "W-방향"으로 하향 작

동시킴으로써 앨범을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자는 줌 바(212)를 W-방향으로 작동시키며, 그로 인해 줌인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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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진이 표시된다. 정상 상태에서, 액정 모니터(201)에는 여섯 장의 사진이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가 도1b의 조그 다

이얼(213)을 회전시키면, 이들 사진은 여섯 장의 사진이 표시되는 동안 썸네일 배치로 스크롤된다. 사용자가 조그 다이얼

(213)을 도15의 안내 화면(201-15)에서 좌측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화상(사진)은 위쪽으로 스크롤되며, 이후 안내 화면

(201-16)이 주어진다. 안내 화면(201-16)은 가족 앨범(101)의 마지막 사진이 표시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또한, 안내 화면

(201-16)은 스크롤 동작이 더 진전되면 다음 앨범이 존재하는 것을 도시한다. 즉, 사용자에게 다른 앨범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마크(15-1)가 나타난다. 안내 화면(201-17)에 도시하듯이, 다음 앨범(555)의 사진이 나타난다. 안내 화면(201-17)

에 도시하듯이, 여섯 장의 썸네일 사진은 이 실시예에서 표시 영역에 여유부(margin)가 제공되도록 표시된다. 표시 영역의

하측에 다음 사진(15-a, 15-b, 15-c)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른 썸네일이 존재하고 또한

작동 촬영에 대응하는 썸네일 지시가 실행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16은, 도15의 안내 화면(201-17)의 상태에서 도1b의 조그 다이얼(213)이 우측 아래로 스크롤 화상으로 회전된 상태를

도시한다. 화상이 스크롤되고 이후 가족 앨범(555)의 선두(leading) 사진으로 복귀되면, 화면은 안내 화면(201-17)의 상

태로부터 안내 화면(201-18)으로 변화한다. 이 경우, 안내 화면(201-18)의 위쪽에는 마크(15-2)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이전 앨범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앨범에 따른 썸네일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크롤링이 더 진행되면, 앨범(101)의 썸네일은 안내 화면(201-19)에 도시하듯이 표시된다. 이 경우 다음 라

인에서의 사진(15-d, 15-e, 15-f)의 일부가 이 표시 영역에 표시된다. 전술한 부분적인 표시는 사용자에게 이 앨범에 추

가적인 사진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가 썸네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비디오 플레이백 모드에서 필름 형태로 챕터 선택 표시가 이루어짐]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챕터 선택이 비디오 플레이백 모드로 이루어질 때, 챕터를 형성하는 여러 개의 연속적인 화상이 동

시에 표시된다. 도17에 도시된 비디오 플레이백 모드용으로 준비된 안내 화면(201-9)에서, 사용자는 줌 바(212)를 T-방

향으로 작동시키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21)이 주어진다. 안내 화면(201-21)에 따르면, 챕터 No.:06 및 플레이백 시

간: 52분 27초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이 챕터를 다음 챕터로 변화시키고자 하면,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

(213)을 우측으로 회전시키고, 그에 따라 안내 화면(201-22)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안내 화면(201-22)에 따르면, 챕터

No.:07 및 플레이백 시간: 30분 00초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챕터의 비디오 플레이백

이 시작된다. 사용자가 조그 다이얼(213)을 안내 화면(201-22)에서 좌측으로 회전시키면, 화면은 안내 화면(201-21)으

로 복귀된다.

챕터 선택이 이루어질 때 전술한 초기 화면에서는, 선택된 챕터의 여러가지 화상이 필름 형태로 표시된다. 즉, 여러 개의

프레임을 포함하는 필름 부분이 표시된다. 여러 개의 화상이 필름 형태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필름

형태는 사용자로 하여금 영화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이는 현재의 플레이백 모드가 비디오 플레이백 모드라는 인상

을 주는 작용을 한다. 더욱이, 여러 개의 프레임이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하나의 프레임 만을

보면, 사용자는 챕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환경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여러 개의 프레임이 사용된다.

[앨범에 대한 보호, 앨범내 화상 파일에 대한 보호]

[이전 앨범이 표시됨]

플레이백 메뉴에서, 조그 다이얼(213)은 보호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 회전된다. 도18은 보호 아이템이 선택될 때의 안내

화면(201-25)을 도시한다. 사용자는 도1b의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26)이 표시된다. 표시

화면에는, 아이콘(7-22)으로 도시되는 가족 앨범(100)의 화상이 나타난다. 현재 표시된 화상에 보호가 제공되면, 사용자

는 오케이 버튼을 누르며, 그로 인해 보호가 설정된다. 이런 경우에, 키 마크(18-a)가 화상의 아래쪽에 나타난다. 사용자가

전술한 보호를 해제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을 다시 누르며, 이로 인해 보호가 해제된다. 사용자가 앨범의 다른

화상에 보호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다음 화상이 표시된다. 이후, 보호될 소망

화상이 나타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을 누르며, 그로 인해 소망 화상에 보호가 제공된다.

사용자가 현재 표시된 화상을 저장하는 앨범의 전체를 보호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 커서를 작동시켜 커서를 하

향 삼각형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후, 사용자는 커서를 "전체 선택" 아이템으로 이동시키고, 이후 오케이 버튼

(214)을 누르며, 그로 인해 앨범 전체에 대해 보호가 제공된다. 사용자가 앨범 전체에 제공된 보호를 해제하고자 하면, 사

용자는 후술하는 작동을 행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전체 선택" 아이템에 커서가 배치된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커서가 이동된다. 이후, 사용자는 "전체 해제" 아이템 상에 커서를 이동시키며, 이후 오케이 버튼을

누르고, 그로 인해 선택된 앨범에 제공된 보호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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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커서는 "결정" 아이템 상으로 이동된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결정

" 아이템을 누르면, 이제까지 설정된 보호 또는 보호 해제에 진입하며, 이후 화면은 플레이백 메뉴 화면으로 복귀된다.

사용자가 다른 앨범을 선택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을 좌측 또는 우측 삼각형 화살표 방향으로 작동시키

며, 그로 인해 다른 앨범에 대한 접근(access)이 이루어진다. 접근된 앨범은 아이콘(7-22)을 확인함으로써 인식된다.

사용자는 전술한 작동을 통해서 앨범의 경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접근된 앨범에 저장된 화상 파일의 썸네

일은, 썸네일 지시(표시)를 스크롤하는 동안 표시된다. 스크롤이 진행되어 다음 앨범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면, 다음 앨범

의 앨범 아이콘은 썸네일 배열에 표시된다. 도18의 안내 화면(201-26)에는, "이전 앨범"이란 메시지와 더불어 앨범 아이

콘이 표시된다.

전술한 작동에 따르면, 앨범에 저장된 화상 파일을 보는 동안 보호가 설정된다. 더욱이, 각각의 앨범에 대한 보호 설정 및

해제를 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줌 바(212)를 도18에 도시된(도19에도 도시) 안내 화면(201-26)에서 W측으로 누르고, 그로 인해 도19의 안내

화면(201-27)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안내 화면(201-27)에는 세 개의 앨범이 표시되며, 그 중심 앨범은 접근 타겟으

로서 설정된다. 중심 앨범의 아이콘, 즉 기록 매체 아이콘(7-21)과 앨범 아이콘(7-22)이 동시에 표시된다. 앨범에 보호가

제공되면, 키 마크(19-a)가 표시된다. 사용자는 줌 바(212)를 도18에 도시된(도19에도 도시) 안내 화면(201-26)의 T-방

향으로 누르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26)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엔터 앨범의 썸네일(화상 표시)이 얻어진다.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하향 삼각형 화살표를 누르며, 그로 인해 커서는 "전체 선택" 아이템으로 이동된다. 또한, 사

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커서는 "전체 해제", "엔터", 및 "취소" 아이템으로 이동된다.

사용자는 "전체 선택" 아이템을 선택하여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며, 그로 인해 중심 앨범, 즉 가족 앨범(100)의 보호가

해제된다. 또한, 키 마크(19-a)가 사라진다.

사용자가 다른 앨범에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면,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을 안내 화면(201-27) 상으로 작동시키며(즉, 커서

에 의한 아이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로 인해 앨범 아이콘이 스크롤된다. 따라서, 이전 또는 이후 앨범이 중심

위치로 스크롤된다.

사용자는 줌 바를 안내 화면(201-27)에서 W측으로 누르며, 그로 인해 드라이브를 선택하기 위한 안내 화면(201-28)이

제공된다. 하드 디스크 또는 SD 메모리(반도체 메모리) 아이콘이 표시된다. 따라서, 임의의 기록 매체가 선택될 수 있다.

기록 매체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4)을 회전시켜 소망 기록 매체 아이콘을 화면 중심에 위치시키며, 그

로 인해 기록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줌 바(212)를 T-방향으로 누르며, 그로 인해 화면은 안내 화면(201-27),

즉 선택된 기록 매체에 기록된 앨범을 표시하는 상태로 복귀된다.

전술했듯이, 전자 카메라 장치는 각각의 앨범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앨범에 저장된 각각의 화상 파일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된 화상 파일과 보호가 제공되지 않은 화상 파일을 갖는 앨범이 존재한다. 전술

한 앨범은 보호-혼합된(protection-mixed) 앨범으로 지칭된다. 또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은 앨범은 비보호 앨범으로 지칭

된다. 전술한 보호에 대하여 세 가지 종류의 앨범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 카메라 장치는 앨범이 표시될 때 앨범의 종류

를 쉽게 식별하도록 설계된다.

도20에는, 가족 앨범에 보호가 제공된 상태를 도시하는 안내 화면(201-27)이 도시되어 있다. 키 마크는 앨범 아이콘 아래

에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조그 다이얼을 더 회전시키면, 안내 화면(201-30a)이 주어진다. 안내 화면(201-30a)은 생일

에 관련된 앨범이 화면 중심에 배치된 상태를 도시한다. 화면에 따르면, 생일에 관련된 앨범에는 보호가 제공된다. 사용자

가 전술한 안내 화면에서 조그 다이얼을 더 회전시키면, 안내 화면(201-30b)이 제공된다. 안내 화면(201-30b)은 페트

(pet: 애완동물)에 관련된 앨범이 화면 중심에 배치된 상태를 도시한다. 이 경우, 중심 앨범은 다른 앨범과 색상이 다르며,

또는 회색 색상의 상태에서 표시된다. 이 상태는 앨범에 보호된 화상 파일과 보호가 제공되지 않은 화상 파일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즉, 이 상태는 앨범이 보호-혼합된 앨범임을 의미한다.

[슬라이드 쇼에서 특정 앨범 또는 전체 앨범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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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1의 안내 화면(201-31)에 도시되어 있듯이, 전자 카메라 장치는 플레이백 메뉴에서 "슬라이드 쇼"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 커서를 "슬라이드 쇼" 아이템에 위치시키도록 조그 다이얼이 회전되면, 사용자는 도1b의 오케이 버튼(214)의 우측

화살표를 누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기 위한 대기 안내 화면(201-32)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사용자

는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지 않고서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화면은 안내 화면(201-33), 즉 슬라이

드 쇼 타겟 화상을 선택하기 위한 화면으로 시프트된다. 안내 화면(201-33)이 주어지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우

측 화살표를 누르며, 안내 화면(201-34)이 주어진다. 안내 화면(201-34)에서, 커서는 타겟 화상 아이템, 즉 "비디오"에 위

치된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고, 그로 인해 커서는 "스틸 화상", "비디오 및 스틸 화상" 아

이템으로 연속 이동된다. 사용자는 소망 아이템을 선택하며, 이후 오케이 버튼(214)의 좌측 화살표를 누르고, 그로 인해 화

면은 안내 화면(201-33)으로 복귀된다.

사용자가 안내 화면(201-33)에서 조그 다이얼(213)을 더 회전시키면, 안내 화면(201-35)이 주어진다. 안내 화면(201-

35)에서는, 슬라이드 쇼 실행 앨범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우측 화살표를 누르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36)이 주어지고, 커서는 "현재 앨범" 아이템을 특정한다.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더 회전시키

며, 그로 인해 커서는 "전체 앨범" 아이템으로 이동된다. 사용자는 커서를 소망 아이템으로 이동시키며, 이후 오케이 버튼

(214)의 좌측 화살표를 누르고, 그로 인해 화면은 안내 화면(201-35)으로 복귀된다.

안내 화면(201-35)에서,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37)이 나타난다. 안내 화면

(201-37)은 슬라이드 쇼에서 각 화면의 시간 간격을 설정하기 위한 화면이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우

측 화살표를 누르며, 그로 인해 커서가 "1초" 아이템을 특정하는 상태에서 안내 화면(201-38)이 주어진다.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커서는 "3초", "5초", "10초", 및 "1초"의 아이템으로 연속해서 이동된다. 사용자는 소망

시간 간격을 선택하며, 이후 오케이 버튼(214)의 좌측 화살표를 누르고, 그로 인해 화면은 안내 화면(201-37)으로 복귀된

다. 또한,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좌측 화살표를 누르며, 그로 인해 화살표는 안내 화면(201-35, 201-33, 201-32)

으로 연속해서 복귀된다.

안내 화면(201-33)이 주어지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우측 화살표를 누르며, 그로 인해 슬라이드 쇼가 시작된다.

슬라이드 쇼 도중에, 현재 플레이백 기록 매체 아이콘, 앨범 아이콘, 및 화상 파일 수가 표시된다.

[복사 기능에서 기존 앨범과 신규 앨범을 복사 목표로 설정]

도22의 안내 화면(201-40)에 나타나 있듯이,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플레이백 메뉴에서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커

서 위치에 "복사" 아이템이 표시된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오케이 버튼(214)의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안내 화면(201-41)

이 주어지며, 이후 "복사 화상을 선택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다음"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 조그 다이

얼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42)이 제공된다. 안내 화면(201-42)은 복사 화상을 선택하기 위한 화면이며,

화면 중심에는 현재 현상되는 앨범의 화상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중심 위치에 소망 화상을 표시하기 위해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킨다. 복사될 화상이 중심에 위치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의 하향 화살표를 누르며, 그로 인해 커

서는 "엔터(결정)" 아이템을 특정한다. 안내 화면(201-43)에 나타나 있듯이, 선택된 화상 아래에는 복사 타겟을 나타내는

마크(22-a)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214)의 하향 화살표를 누르며, 그로 인해 커서는 "엔터" 아이템

을 특정한다.

이후, 도23에 도시된 안내 화면(201-44)에 나타나 있듯이, "복사 목표 앨범을 정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안내 화

면(201-44)에서, 사용자는 "다음"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 조그 다이얼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안내 화면(201-45)이 주

어진다. 안내 화면(201-45)은 복사 목표로서 기록 매체를 선택하기 위한 화면이다. 안내 화면(201-45)에서, 하드 디스크

아이콘 및 SD 메모리(반도체 메모리) 아이콘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소망 기록 매체를 중심에 위치시키도록 조그 다이얼

(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소망 기록 매체가 선택된다. 도23의 안내 화면(201-45)은 하드 디스크가 선택된 상태를

도시한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앨범 아이콘이 표시된다. 안내 화면

(201-46)은 여러 개의 앨범 아이콘이 표시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사용자는 소망 아이콘을 화면의 중심에 이동시키며, 이후 오케이 버튼(214)을 누르고, 그로 인해 선택된 화면은 아이콘에

대응하는 앨범으로 복사된다.

사용자가 안내 화면(201-46)에 신규 앨범을 생성하고 화상을 신규 생성된 앨범으로 복사하고자 하면, 후술하는 작동이 이

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의 하향 화살표를 눌러서 커서를 "신규 앨범으로 복사" 아이템으로 이동

시킨다. 이후, 사용자는 조그 다이얼(213)을 회전시키며, 그로 인해 도3에 도시된 여러 개의 아이콘이 앨범 아이콘 지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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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속해서 표시된다. 화면의 중심에 소망 앨범 아이콘이 표시되면, 사용자는 오케이 버튼을 누르며, 그로 인해 신규 앨범

이 설정되고, 선택된 화상이 상기 신규 앨범에 복사된다. 이후,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복사중"이란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

후 복사가 끝나면 "복사 종료" 메시지가 나타난다. 화면은 수 초(예를 들면, 3초)후 플레이백 메뉴 화면으로 복귀된다.

전자 카메라 장치는 도22의 안내 화면(201-40)에 나타나 있듯이, 이동 기능을 갖는다. 동작은 복사 동작과 유사하며, 따라

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2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카메라 장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 블록 선도이다.

블록은 주로 메모리 콘트롤러(15), 메모리(43), 화상 처리기(61), 및 액정 모니터(201)로 구성되며, 이것들은 도2에 도시

되어 있다. 각각의 블록은, 아이콘 표시 기능 섹션(411)으로부터 선택된 아이콘에 진입하고, 작동 입력에 따라 아이콘을 처

리하여, 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각 블록의 안내 화면은 작동 입력 결정 기능 섹션(412)에서 결정된 작

동 입력 정보에 기초하여 변경된다. 안내 화면의 변경은 전술한 바와 같다.

기능 블록은 크게 후술하는 섹션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신규 앨범 생성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13), 슈팅 메뉴

처리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14), 및 플레이백 메뉴 처리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15)가 주어진다. 또한, 앨범

관리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16)가 주어지며, 하기 기능들을 갖는다. 하나의 기능은 슈팅된 화상 파일의 세이빙 목

표 앨범을 선택하는 기능이다. 다른 기능은 화상 파일을 재생할 때 플레이백 타겟 앨범을 선택하는 기능이다. 또한, 스틸

화상 슈팅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17)와, 비디오 화상 슈팅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18)가 슈팅 모드로 작동하는 블록으

로서 주어진다. 또한, 스틸 화상 플레이백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19)와, 비디오 화상 플레이백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

(420)가 플레이백 모드로 작동하는 블록으로서 주어진다.

하기 섹션들은 앨범에 관련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블록으로서 주어진다. 앨범 보호 처리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

(421a)와, 화상 파일 보호 처리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21b)가 주어진다. 또한, 복사(또는 이동) 처리 기능 및 그 안

내 화면 처리기(422), 슬라이드 쇼 실행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423), 썸네일 지시 처리 기능 및 그 안내 화면 처리기

(424)가 주어진다.

본 발명의 전자 카메라 장치는 전술한 도면에 개시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전자 카메라 장치는 하기 기능적 특징들을 실현

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슈팅에서 일시정지가 실행되면, 상기 장치는 표시 화면의 일부에 일시정지

아이콘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도9 참조). 사용자가 슈팅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을 시작하면, 조정 값과 작동될 키

가 쌍으로 표시된다(도10 참조). 사용자가 슈팅 메뉴에서 조정 아이템을 선택하고, 이 아이템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조정하

면, 조정 결과를 반영하는 슈팅 모드(스틸 또는 비디오 화상 슈팅) 마크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도11 참조).

더욱이, 스틸 화상 플레이백에서 줌-인 또는 줌-아웃 작동이 이루어지면,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서브-화면(sub-screen)

이 줌-인된 화면에 나타난다(도14 참조). 서브-화면에서는, 줌-인된 부분을 도시하는 프레임(줌-인 위치 마크)이 나타난

다.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 서브-화면과 프레임은 사라진다.

비디오 플레이백에서는, 챕터 선택 안내 화면이 주어진다(도17). 챕터가 특정되면, 챕터에 포함된 여러 개의 프레임이 필

름 형태로 표시되며, 따라서 이는 현재 모드가 비디오 모드라는 암시를 주는 작용을 한다.

발명의 효과

대용량 기록 매체가 사용되더라도, 전술한 수단이 주어지며, 따라서 사용자가 화상 파일을 분류하여 적절히 배열하고 앨범

을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전술한 앨범 식별자 정보는 사용자가 카메라 장치를 정확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

서 효과적이다.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성 요소들은 작업 단계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다. 전술한 실시예에 개시된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은 적절히 조합되며, 그로 인해 다양한 발명이 형성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구성요소는 실시예에 개시된 전체 구성요소로부터 삭제될 수도 있다. 더욱이, 다른 실시예에 개

시된 구성 요소가 적절히 조합될 수도 있다.

당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장점 및 수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넓은 의미의 발명은 본원에 개시된 특정 상세

및 대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범위 및 그 등가물에 의해 한정되는 본 발명의 정신 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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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및 도1b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카메라 장치의 외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 사시도.

도2는 도1a 및 도1b에 도시된 전자 카메라 장치의 광학 시스템 및 전기 회로 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블

록선도.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도1의 메모리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앨범 아이콘 샘플을 도시하

는 예시도.

도4는 예시적인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조그 다이얼/오케이 버튼과 액정 모니터 화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설

명도.

도5a는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슈팅 메뉴에 의해 작동되는 버튼 조작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표.

도5b는 슈팅 메뉴에 의해 선택되는 다양한 메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표.

도6a 내지 도6e는 전자 카메라 장치의 슈팅 메뉴를 사용하여 앨범 선택이 이루어질 때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모니터 화

면을 도시하는 예시도.

도7은 전자 카메라 장치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아이콘을 도시하는 예시도.

도8a는 전자 카메라 장치의 슈팅 모드에서의 슈팅 조건을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의 정상 지시계를 도시하는 예시도.

도8b는 그 지시계의 상세도.

도9a 및 도9b는 전자 카메라 장치의 비디오 슈팅 모드에서 일시정지 마크가 표시될 때의 예시적인 화면의 도시도.

도10은 전자 카메라의 슈팅 조건이 설정될 때 표시되는 조절값의 측부에 작동될 키(예를 들면, 조그 다이얼(jog dial))의 마

크를 표시하는 안내 화면을 도시하는 예시도.

도11은 전자 카메라 장치의 슈팅 메뉴를 사용하여 슈팅 조건이 설정될 때 셋업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슈팅 모드 아이콘

을 표시하는 안내 화면의 예시적인 도시도.

도12는 전자 카메라 장치의 슈팅 메뉴를 사용하여 슈팅 조건이 설정될 때 셋업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슈팅 모드 아이콘

을 표시하는 다른 예시적인 안내 화면의 도시도.

도13은 전자 카메라 장치의 플레이백(리플레이 또는 재생) 모드에서 재생된 화상이 어느 앨범에 속하는지를 설명하기 위

한 예시적인 안내 화면의 도시도.

도14는 전자 카메라 장치의 스틸 화상 플레이백 모드에서 줌-인과 줌-아웃 표시가 이루어질 때의 예시적인 화면을 설명하

기 위한 도면.

도15는 전자 카메라 장치에 썸네일이 표시될 때의 예시적인 안내 화면의 도시도.

도16은 전자 카메라 장치에 썸네일이 표시될 때의 다른 예시적인 안내 화면의 도시도.

도17은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챕터 표시가 이루어질 때 예시적인 디스플레이 모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8은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보호 처리가 이루어질 때 예시적인 안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19는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보호 처리가 이루어질 때 다른 예시적인 안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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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0은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보호 처리가 이루어질 때 다른 예시적인 안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21은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슬라이드 쇼가 실행될 때 예시적인 안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22는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복사가 이루어질 때 예시적인 안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23은 전자 카메라 장치에서 복사가 이루어질 때 다른 예시적인 안내 화면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2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 카메라 장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 블록선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5: 메모리 콘트롤러 17: 작업 메모리

20: CPU 21: 작동 도구

31: 기록 매체 인터페이스 32A: 하드 디스크

32B: 반도체 메모리 41: 오디오 인터페이스

42: 마이크 61: 화상 표시 처리기

101: 렌즈 102: 플래쉬

103: 셔터 버튼 105: 어댑터 연결 단자

201: 액정 모니터 201a, 201b, 201c: 안내 화면

203: 스피커 200: 프레임

205: 상태 LED 206: 매체 LED

212: 줌 바 213: 조그 다이얼

214: 오케이 버튼 215: 메뉴 버튼

216: 모드 레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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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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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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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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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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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6d

도면6e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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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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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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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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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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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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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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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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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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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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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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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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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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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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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등록특허 10-0716686

- 3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6d
	도면6e
	도면7
	도면8a
	도면8b
	도면9a
	도면9b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도면22
	도면23
	도면2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2
대표도 2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5
 발명의 상세한 설명 5
  발명의 목적 5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5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5
  발명의 구성 5
  발명의 효과 14
 도면의 간단한 설명 15
  실시예 15
도면 15
 도면1a 17
 도면1b 17
 도면2 18
 도면3 19
 도면4 19
 도면5a 20
 도면5b 20
 도면6a 20
 도면6b 20
 도면6c 21
 도면6d 21
 도면6e 21
 도면7 21
 도면8a 22
 도면8b 22
 도면9a 22
 도면9b 23
 도면10 23
 도면11 24
 도면12 24
 도면13 25
 도면14 26
 도면15 27
 도면16 28
 도면17 29
 도면18 29
 도면19 30
 도면20 31
 도면21 32
 도면22 33
 도면23 34
 도면24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