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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촬영장치, 화상처리장치, 촬영장치의 화상처리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서화카메라(1)는 화상처리장

치(203)를 구비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 로버츠필터를 이용하여 윤곽을 취득하며, 화상처리장

치(203)는 취득한 윤곽으로부터 원고(4)의 화상을 형성하는 후보가 되는 직선을 검출하여 원고(4)의 사각형의 형상을 취

득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의 꼭지점 위치로부터 원고(4)의 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4)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

는 사영파라미터를 구하여 원고(4)의 화상을 시영 변환하며, 서화카메라(1)는 이 화상데이터를 프로젝터(2)에 출력하고,

프로젝터(2)는 이 화상데이터에 의거하여 원고(4)의 화상을 스크린(3)에 투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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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서화카메라, 프로젝터, 컴퓨터, 화상데이터생성부, 데이터처리부, 광학렌즈장치, 이미지센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내는 서화(書畵)카메라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의 기능의 설명도이다.

도 4는 도 2에 나타내는 조작부가 구비하는 각 키의 설명도이다.

도 5는 도 1에 나타내는 촬영화상투영장치가 실행하는 기본투영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의 스크랩처리의 내용의 설명도이다.

도 7은 사영파라미터의 추출과 아핀변환의 기본적인 사고방법의 설명도이다.

도 8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사영파라미터추출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사각형 윤곽추출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축소휘도화상과 에지화상의 설명도이다.

도 11은 로버츠필터의 기능의 설명도이다.

도 12는 라돈변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화상도이다.

도 13은 X, Y좌표계의 직선을 라돈 변환하여 극좌표계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동작의 설명도이다.

도 14는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극좌표계의 데이터로부터의 피크점 검출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

도이다.

도 15는 피크점을 검출하여 추출한 직선으로부터 사각형을 검출하는 사고방법을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6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사각형 검출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7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검출한 사각형의 선택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8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사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아핀파라미터를 구하는 처리의 내용을 나타

내는 흐름도이다.

도 19는 사영변환후의 화상으로부터 원래의 화상을 얻기 위한 역변환의 설명도이다.

도 20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아핀변환에 의한 화상변환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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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잘라낸 화상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2는 히스토그램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고, (a)는 휘도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며, (b)는 색차히스토그램을 나타낸

다.

도 23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4는 화상효과처리를 나타내는 설명도이고, (a)는 배경색이 백색의 경우의 화상효과처리를 나타내며, (b)는 배경이 흑

색의 경우의 화상효과처리를 나타내고, (c)는, 배경이 백색 또는 흑색 이외의 경우의 화상효과처리를 나타낸다.

도 25는 컬러조정을 실행하기 위한 휘도변환그래프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6은 배경의 백색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7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화상효과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8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배경 백색화 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9는 사영변환에 의해 화상의 왜곡을 보정할 수 없었던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0은 원래의 화상, 사영변환화상, 확대한 사영변환화상의 대응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1은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보정조정과 화상변환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그 1)이다.

도 32는 도 2에 나타내는 화상처리장치가 실행하는 보정조정과 화상변환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그 2)이다.

도 3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4는 도 33에 나타내는 서화카메라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5는 도 34에 나타내는 서화카메라가 실행하는 기본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6은 도 33에 나타내는 컴퓨터가 실행하는 서화기본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그 1)이다.

도 37은 도 33에 나타내는 컴퓨터가 실행하는 서화기본처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흐름도(그 2)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서화카메라 2: 프로젝터

3: 스크린 4: 원고

5: 컴퓨터 11: 카메라부

12: 지주 13: 대좌

14: 조작대 15: 케이블

21: 화상데이터생성부 22: 데이터처리부

31: 통신케이블 32: 비디오영상케이블

101: 광학렌즈장치 102: 이미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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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메모리 202: 표시장치

203: 화상처리장치 204: 조작부

205: 프로그램코드기억장치 206: CPU

207: 화상압축장치 208: 인터페이스장치

211: 위확대키 212: 아래확대키

213: 왼쪽확대키 214: 오른쪽확대키

215: 오른쪽회전키 216: 왼쪽회전키

217: 확대키 218: 축소키

219: 촬영/해제키 231: 인터페이스장치

232: 표시장치 233: 화상처리장치

234: 조작부 235: HDD

236: CPU 237: ROM

238: RAM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촬영장치, 화상처리장치, 촬영장치의 화상처리방법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종이서류나 OHP용지 등을 판독하여 투영을 실행하는 OHP에서는 디지털카메라의 발달에 동반하여 종래의 라인스캐너로

판독하는 방식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서화카메라로 불리는 방식의 서화카메라가 개발되고 있다.

이 서화카메라는 사용자가 원고대에 재치한 원고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원고의 화상데이터를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기억하여 화상처리를 실행하며,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스크린상에 원고의 화상을 확대해서 투영하는 것이다(예

를 들면 특허문헌 1 참조).

이와 같은 서화카메라는 종래의 OHP에서는 할 수 없었던 3차원의 촬영대상을 촬영하고, 이 화상을 투영할 수 있으므로 종

래의 OHP에 있어 바뀌고 있다.

[특허문헌 1] 일본국 특허공개 2002-354331호 공보(제 2∼3페이지, 도 1)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서화카메라에서는 카메라로 원고를 기울어진 방향으로부터 촬영하면 카메라에 가까운 원고의 변(邊)이 카

메라의 화각(촬영범위)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카메라의 줌배율을 작게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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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원고가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다리꼴 보정을 실행해도 화상에 대하여 원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

고, 투영된 원고의 화상이 작아져 버려 스크린에 투영된 화상이 보기 나빠져 버린다. 이 경향은 특히 틸트각이 커지면 현저

하게 된다.

또 원고화상이 왜곡되어 있으면 왜곡에 기인하여 원고 이외의 여분의 화상도 포함되어 버린다. 이 경우 여분의 화상을 포

함한 화상에 대하여 휘도, 색차라고 하는 화상효과에 관한 처리를 실행하면 적정한 화상처리효과를 실행할 수 없고, 마찬

가지로 스크린에 투영된 화상이 보기 나빠져 버린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에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쉬운 화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촬영장치, 화상

처리장치, 촬영장치의 화상처리방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관련되는 촬영장치는,

원고를 촬영하는 촬영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고의 촬영에 의해 얻어진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

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형상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 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

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사영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가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

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상기 사영파라미터취득부가 구한 사영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

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화상변환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제 2 관점에 관련되는 촬영장치는,

원고를 촬영하는 촬영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고의 촬영에 의해 얻어진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

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형상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원고내용을 나타내는 실원고부를 판별하며, 판별한 실원고부의

화상을 잘라내는 화상잘라냄부와,

상기 화상잘라냄부가 잘라낸 실원고부의 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는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가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상의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화상효과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3 관점에 관련되는 화상처리장치는,

촬영에 의해 얻어진 원고화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화상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형상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

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사영파라미터취득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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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가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

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상기 사영파라미터취득부가 구한 사영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

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화상변환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4 관점에 관련되는 촬영장치의 화상처리방법은,

원고를 촬영하는 촬영장치의 화상처리방법으로서,

촬영된 원고의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스텝과,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스텝과,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

에, 상기 원고화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5 관점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기억한 기억매체는,

컴퓨터에,

촬영된 원고의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순서,

상기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순서,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순서,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

에, 상기 구한 사영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순서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기억한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보기 쉬운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촬영장치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실시형태에서는 촬영장치를 원고를 촬영하여 얻어진 원고화상에 대응하는 화상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촬영화

상투영장치로서 설명한다.

(실시형태 1)

실시형태 1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의 구성을 도 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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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화상투영장치는 서화카메라(1)와 프로젝터(2)로 구성된다.

서화카메라(1)는 투영대상의 원고(4)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시스템이고, 카메라부(11)와, 지주(12)와, 대좌(13)와, 조작

대(14)를 구비한다. 카메라부(11)는 원고(4)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다. 카메라부(11)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이용된다. 지주

(12)는 카메라부(11)를 부착하기 위한 것이다. 대좌(13)는 지주(12)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서화카메라(1)는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화상데이터생성부(21)와, 데이터처리부(22)로 이루어진다. 화상데이터생

성부(21)는 원고(4)를 촬영하여 원고(4)의 화상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처리부(22)는 화상데이터생성부(21)로부터 받아들인 원고(4)의 화상데이터를 취득하여 화상처리를 실행하고, 화상

처리를 실시한 화상데이터를 프로젝터(2)에 출력하는 것이다.

또한 화상데이터생성부(21)와 데이터처리부(22)는 도 1에 나타내는 카메라부(11)에 구비되어도 좋고, 화상데이터생성부

(21), 데이터처리부(22)가 각각, 카메라부(11), 조작대(14)에 구비되어도 좋다.

화상데이터생성부(21)는 광학렌즈장치(101)와 이미지센서(102)로 구성된다.

광학렌즈장치(101)는 원고(4)를 촬영하기 위해 빛을 집광하는 렌즈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미지센서(102)는 광학렌즈장치(101)가 빛을 집광함으로써 결상한 화상을 디지털화한 화상데이터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CCD 등에 의해 구성된다.

데이터처리부(22)는 메모리(201)와, 표시장치(202)와, 화상처리장치(203)와, 조작부(204)와, 프로그램코드기억장치

(205)와, CPU(206)로 구성된다.

메모리(201)는 이미지센서(102)로부터의 화상, 표시장치(202)에 송출하기 위한 화상데이터 등을 일시 기억하기 위한 것

이다.

표시장치(202)는 프로젝터(2)에 송출하는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화상처리장치(203)는 메모리(201)에 일시 기억된 화상데이터에 대하여 화상의 왜곡보정이나 화상효과 등의 화상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3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카메라부(11)의 촬영면에 대하여 경사상태, 또는 회전한 상태에서 촬영

한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 왜곡보정(사다리꼴 보정)을 실행함으로써 도 3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정면에서 촬영한 원고

(4)의 화상을 생성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왜곡보정을 실행하기 위해 왜곡된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 사각형을 잘라내고, 잘라낸 사각형에 원

고(4)의 화상을 사영변환하여 역변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화상처리장치(203)는 CPU(206)에 제어되어 이하의 처리 등을 실행한다.

(1)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의 아핀파라미터추출

(2) 추출한 아핀파라미터에 의한 화상변환

(3) 휘도 또는 색차 등에 관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 및 화상효과처리

(4) 화상변환의 조정

또한 이들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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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204)는 서화투영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키를 구비한 것이다. 조작부(204)는 사용자가 이들 키,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의 조작정보를 CPU (206)에 출력한다.

조작부(204)는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화상조정키로서 위확대키(211)와, 아래확대키(212)와, 왼쪽확대키(213)와, 오

른쪽확대키(214)와, 오른쪽회전키(215)와, 왼쪽회전키(216)와, 확대키(217)와, 축소키(218)와, 촬영/해제키(219)를 구비

한다.

위확대키(211), 아래확대키(212), 왼쪽확대키(213), 오른쪽확대키(214)는 사영변환을 실행할 때에 조작하는 사영변환키

이다.

위확대키(211)는 화상의 중심을 지나는 가로선을 축으로 하고, 가로선보다도 위의 화면상부와 가로선보다도 아래의 화면

하부를 비교하며, 화면상부를 보고 있는 측으로 회전시킬 때에 조작하는 키이며, 아래확대키(212)는 화면하부를 보고 있

는 측으로 회전시킬 때에 조작하는 키이다.

왼쪽확대키(213), 오른쪽확대키(214)는 화상의 중심을 지나는 세로선을 축으로 하여 화상을 회전시킴으로써 화상좌우의

왜곡을 조정하는 키로서, 왼쪽확대키(213)는 왼쪽의 화상이 작을 때에 조작하는 키, 오른쪽확대키(214)는 오른쪽이 작을

때에 조작하는 키이다.

오른쪽회전키(215), 왼쪽회전키(216)는 각각 화상의 회전을 조정하기 위한 회전보정키이고, 오른쪽회전키(215)는 화상의

오른쪽회전을 실행할 때에 조작하는 키이며, 왼쪽회전키(216)는 화상의 왼쪽회전을 실행할 때에 조작하는 키이다.

확대키(217), 축소키(218)는 각각 화상의 확대, 축소 등의 화상변환을 실행할 때에 조작하는 키이다.

또한 메모리(201)는 확대 또는 축소하는 비율로서 미리 설정된 비율을 기억한다. 비율에 2가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확

대키(217)를 한번 누름으로써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을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재차 한번 확대키(217)를 누름으로써

조작부(204), CPU(206)는 응답하여 화상처리장치(203)를 제어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을 또 다시 2배로 확대하

며, 결과로서 원래의 화상은 4배화상으로 확대된다. 확대한 화상을 1/2로 되돌리는 경우, 축소키(218)를 누른다. 조작부

(204), CPU(206)는 응답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확대한 화상을 축소한다.

또 위확대키(211), 아래확대키(212), 왼쪽확대키(213), 오른쪽확대키(214)는 확대키(217)가 조작되었을 때의 커서키로서

도 기능한다. 즉 위확대키(211)는 확대키(217)가 조작되었을 때에 표시장치(202)에 표시되어 있는 원고(4)의 화상을 위로

이동시키기 위한 위이동키가 된다. 아래확대키(212)는 확대키(217)가 조작되었을 때에 원고(4)의 화상을 아래로 이동시

키기 위한 아래이동키가 된다. 왼쪽확대키(213)는 확대키(217)가 조작되었을 때에 원고(4)의 화상을 왼쪽으로 이동시키

기 위한 왼쪽이동키가 된다. 오른쪽확대키(214)는 확대키(217)가 조작되었을 때에 원고(4)의 화상을 오른쪽으로 이동시

키기 위한 오른쪽이동키가 된다.

촬영/해제키(219)는 원고(4)를 촬영할 때에 조작하는 키이다.

프로그램코드기억장치(205)는 CPU(206)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ROM 등에 의해 구성된다.

CPU(206)는 프로그램코드기억장치(205)에 격납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부를 제어한다. 또한 메모리(201)는

CPU(206)의 작업메모리로서도 이용된다.

또 CPU(206)는 후술하는 흐름도에 따라서 촬영대상물인 원고(4)의 화상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고, 판정결과

에 따라서 촬영모드를 전환한다.

촬영모드는 동화상모드와 정지화상모드의 2개로 한다. 동화상모드는 사용자가 대좌(13)에 투영하고 싶은 원고(4) 등을 재

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설정되는 모드로서, 카메라부(11)에서 비추고 있는 화상을 그대로 프로젝터(2)에 투영하는 모드이

다.

동화상모드에서는 CPU(206)는, 예를 들면 화상해상도가 VGA(600×480도트) 정도의 화상을 30fps(프레임/초)의 속도로

동화상 투영을 실행하도록 각부를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동화상모드는 해상도는 낮지만, 실시간성을 중시한 모

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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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화상모드는 사용자가 원고(4)를 놓은 후에 설정되는 모드로서, 카메라부(11)에서 고해상도의 화상촬영을 실행하고,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의 투영을 실행하는 모드이다. 카메라부(11)가 촬영해상도 300만 화소의 카메라인 경우, 잘라낸 투영

화상은 XGA(1024×768)의 정지화상이 된다.

CPU(206)는 촬영모드의 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원고(4)의 화상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 CPU(206)는 이와

같은 판정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번 촬영한 화상과의 화상변화량 MD를 구한다. 화상변화량 MD는 촬영하고 있는 화상이

지난번의 화상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개 생각할 수 있다. 한 예

례로서 CPU(206)는 지난번 촬영한 화상의 데이터로부터 각 화소의 차이분의 절대값의 총합을 화상변화량 MD로서 구한

다.

즉 지난번의 화소데이터를 Pn-1(x, y), 이번의 화소데이터를 Pn(x, y), 1≤x≤640, 1≤y≤480으로 하면, 화상변화량 MD

는 다음의 수학식 11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11

단 전체화소의 총합을 구하는데는 계산량이 많으므로 화상변화량 MD를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몇개의 화소를 뽑아내어 실

현하는 방법도 있다.

또 이 화상변화량 MD와 비교하여 움직임의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한계값으로서, 한계값 Thresh1과 한계값 Thresh2가

미리 설정된다. 한계값 Thresh1은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한계값이고, CPU(206)는 화상변화량 MD가

한계값 Thresh1 미만이면 움직임이 없다고 판정한다.

한계값 Thresh2는 정지화상모드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림자가 움직인 경우, 펜 등을 놓은 경우와 같이 움직임은 있어도

그 움직임이 동화상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한 한계값이다.

CPU(206)는 화상변화량 MD가 한계값 Thresh2 미만이면 동화상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라고

판정한다. 또한 한계값 Thresh2는 한계값 Thresh1보다도 높게 설정된다(Thresh1 ＜ Thresh2). 메모리(201)는 이 한계

값 Thresh1과 한계값 Thresh2를 미리 기억한다.

또 CPU(206)는 동화상모드로부터 정지화상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화상에 움직임이 없다고 판정하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

하고 나서 촬영모드를 정지화상모드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CPU(206)는 화상에 움직임이 없다고 판정하고 나서 정지시간

Ptime을 계측하고, 메모리(201)는 이 정지시간 Ptime과 비교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소정시간 HoldTime을 기억한다.

프로젝터(2)는 스크린(3)에 투영광을 조사하여 원고(4)의 화상을 결상시키는 것이다. 서화카메라(1)와 프로젝터(2)는

RGB 등의 케이블(15)을 통하여 접속된다. 서화카메라(1)는 카메라부(11)가 촬영한 원고(4)의 화상데이터를 케이블(15)을

통하여 프로젝터(2)에 출력한다.

다음으로 실시형태 1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사용자가 촬영화상투영장치의 전원을 ON하면 서화카메라(1)의 CPU(206)는 프로그램코드기억장치(205)로부터 프로그

램코드를 판독하여 기본투영처리를 실행한다.

이 기본투영처리의 내용을 도 5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우선 CPU(206)는 서화카메라(1)의 카메라부(11)의 초점, 노출, 화이트밸런스 등의 카메라설정파라미터의 초기화를 실행

한다(스텝S11).

CPU(206)는 촬영모드를 동화상모드로 초기화한다(스텝S12). CPU(206)는 촬영모드를 동화상모드로 초기화하기 위해 메

모리(201)상의 지정한 영역에 동화상모드(Motion)를 세트한다. 또한 CPU(206)는 카메라부(11)의 이미지센서(102)로부

터 판독된 화상데이터를 VGA에 의한 화상데이터가 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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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카메라부(11)가 포착하고 있는 장면이 광학렌즈장치(101)를 경유하여 이미지센서(102)에 집광되고, 이미지센

서(102)는 집광된 화상으로부터 동화상촬영용의 해상도 낮은 디지털화상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미지센서(102)는 작성한

디지털화상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초 30장으로 메모리(201)에 송출한다.

다음으로 CPU(206)는 정지시간 Ptime의 리세트를 실행한다(스텝S13).

다음으로 CPU(206)는 이미지센서(102)로부터 저해상도의 화상데이터를 메모리(201)에 전송하도록 이미지센서(102)와

메모리(201)를 제어한다(스텝S14). 또한 여기에서는 이미지센서(102)의 화상데이터가 메모리(201)에 전송되는 것뿐이

고, 표시장치(202)는 화상을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장치(202)가 화상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표시장치(202)의 표시를 실행

하는 화상데이터가 메모리(201)상의 다른 주소로 나타내어지는 영역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CPU(206)는 지난번 촬영한 화상과의 화상변화량 MD를 수학식 11에 따라서 구한다(스텝S15).

CPU(206)는 촬영모드가 동화상모드인지 정지화상모드인지를 판정한다(스텝S16).

초기상태에서는 촬영모드에 동화상모드가 설정되어 있다. CPU(206)는 이로 인해 초기상태에서는 동화상모드로 판정하

고, 촬영한 동화상를 투영하기 위해 메모리(201)내에 있는 동화상의 화상데이터를 메모리(201)의 소정영역에 복사한다

(스텝S17). 이에 따라 표시장치(202)는 촬영된 화상데이터를 메모리(201)로부터 판독하고, RGB신호를 프로젝터(2)에 출

력한다. 프로젝터(2)는 이 신호에 의거하여 화상을 투영한다.

CPU(206)는 미리 설정된 상기의 한계값 Thresh1과 스텝S15에서 구한 화상변화량 MD를 비교하고, 비교결과에 의거하

여 화상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스텝S18).

이 때 사용자가 아직 용지를 놓는 등의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화상변화량 MD는 한계값 Thresh1 이상이 된다. 이 경

우, CPU(206)는 화상에 움직임이 있다고 판정하고(스텝S18에 있어서 Yes), 정지시간 Ptime을 리세트하여 저해상도의 화

상데이터의 판독을 실행하며, 화상변화량 MD를 구하고, 화상의 메모리(201)의 투영화상영역으로의 기입을 실행한다(스

텝S13∼S17). 이에 따라 사용자가 동작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 촬영화상투영장치는 동화상모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저해상도의 동화상 화상이 스크린(3)에 투영된다.

그 후 사용자가 용지의 세트를 끝내어 화상에 움직임이 없어지면 화상변화량 MD는 한계값 미만이 된다. 이 경우 CPU

(206)는 화상에 움직임이 없다고 판정하고(스텝S18에 있어서 No), 정지시간 Ptime에 1을 가산한다(스텝S19).

그리고 CPU(206)는 정지시간 Ptime이 소정시간 HoldTime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20).

정지시간 Ptime이 소정시간 HoldTime에 이르고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20에 있어서 No), CPU(206)는 화상에

움직임이 없다고 판정하기까지 재차 저해상도의 화상데이터를 판독하여 화상변화량 MD를 구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정지

시간 Ptime에 1을 가산한다(스텝S14∼S19). 이 경우, 정지시간 Ptime이 리세트되지 않기 때문에 정지시간 Ptime은 CPU

(206)에 의해 동화상을 판독할 때마다 카운트업된다.

정지시간 Ptime이 소정시간 HoldTime에 이르렀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20에 있어서 Yes), CPU(206)는 사용자가 화상을

정지시켰다고 판정하고, 촬영모드를 정지화상모드로 설정한다(스텝S21).

CPU(206)는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을 촬영하도록 이미지센서(102)를 제어한다(스텝S22). 그리고 CPU(206)는 이미지센

서(102)가 취득한 화상데이터를 메모리(201)에 기입한다. 또한 CPU(206)는 화상데이터를 메모리(201)에 기입한 후, 카

메라부(11)의 해상도를 재차 저해상도의 판독상태로 되돌린다.

CPU(206)는 화상처리장치(203)를 제어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판독된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에 대하여 경사보정을 실

행하기 위한 사영파라미터의 추출을 실행한다(스텝S23). 이 사영파라미터는 원고(4)의 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4)의 형상

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화상처리장치(203)는 또한 그 추출된 사영파라미터에 따라서 촬영대상의 스크랩과 정면화상으로의 사영변환을 실행한다

(스텝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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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리장치(203)는 작성된 보정화상으로부터 콘트라스트보정 등의 선명, 식별하기 쉬운 화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화상

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을 실행한다(스텝S25).

화상처리장치(203)는 추출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다(스텝S26).

CPU(206)는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 화상데이터의 투영을 실행하기 위해 동화상 화상 때와 똑같이 메모리(201)내의 소정

영역에 보정화상데이터의 기입을 실행한다. 그리고 CPU(206)는 표시장치(202)로부터 화상데이터를 RGB신호로 프로젝

터(2)에 출력한다(스텝S27).

한번 정지화상모드로 되면 CPU(206)는 재차 정지시간 Ptime을 리세트하여 저해상도의 화상을 판독하고, 화상변화량 MD

를 구한다(스텝S13∼S15).

여기에서 촬영모드가 정지화상모드로 판정한 경우(스텝S16에 있어서 No), CPU(206)는 구한 화상변화량 MD와 또 하나

의 소정한계값 Thresh2(Thresh1 ＜Thresh2)의 비교를 실행하고, 화상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스텝S28)

.

CPU(206)는 화상변화량이 한계값 Thresh2 미만이면 화상에 움직임이 없다고 판정한다(스텝S28에 있어서 No). 이 경우,

CPU(206)는 연이어 화상변화량 MD와 한계값 Thresh1의 비교를 실행하고, 화상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

(스텝S30).

그리고 화상변화량 MD가 한계값 Thresh2 이상이면 CPU(206)는 화상에 움직임이 있다고 판정하고(스텝S30에 있어서

Yes), 촬영모드를 동화상모드로 설정한다(스텝S40). 그리고 CPU(206)는 정지시간 Ptime을 리세트한다(스텝S12).

한편 화상변화량 MD가 한계값 Thresh2 미만이라도 한계값 Thresh1 이상이면 CPU(206)는 화상에 움직임이 있다고 판

정한다(스텝S30에 있어서 Yes). 이 경우, CPU(206)는 화상변화량 MD가 한계값 Thresh1과 한계값 Thresh2의 사이이기

때문에 촬영모드를 동화상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재차 고해상도로 정지화상을 촬영하며, 화상처리장치(203)는 취득한 고

해상도의 정지화상데이터의 화상처리를 실행한다(스텝S22∼S27).

또 화상변화량 MD가 한계값 Thresh2 미만이고, 또한 한계값 Thresh1 미만이면 CPU(206)는 정지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스텝S30에 있어서 No). 이 경우 CPU(206)는 화상효과의 조정을 실행하는 지시정보로서 조작부(204)로

부터 출력된 조작정보에 의거하여 화상조정키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31).

화상조정키가 조작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31에 있어서 No), CPU(206)는 스텝S13으로 되돌아가고, 정지시

간(Ptime)을 리세트한다.

화상조정키가 조작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31에 있어서 Yes), CPU(206)는 화상의 확대나 회전 등의 화상변환의 조정

을 실행한다(스텝S32).

CPU(206)는 화상변환이 사영변환, 회전 등인지, 화상의 확대축소, 이동 등인지를 판정한다(스텝S33).

화상변환이 사영변환, 회전 등이라고 CPU(206)가 판정한 경우, 화상처리장치(203)는 CPU(206)에 제어되어 재차 화상효

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을 실행해서(스텝S25)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다(스텝S26). 한편 화상변환이 화상의 확대축소,

이동이라고 CPU(206)가 판정한 경우,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으로부터 지난번 추출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

용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다(스텝S26).

이와 같이 하여 CPU(206)는 동화상모드와 정지화상모드의 전환을 실행하면서 투영제어를 실행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조작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은 프레임주파수 우선의 화상의 투영이 실행되고, 화상이 정지하면 촬영대상의 원고(4)의 스크

랩 및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여 고해상도 화상의 투영이 실행된다.

다음으로 화상처리장치(203)가 실행하는 화상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화상처리장치(203)가 화상처리에 이용하는 아핀변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법(실현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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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의 공간변환에 아핀변환이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3차원의 카메라파라미터를 이용하지 않고 2차

원 아핀변환을 이용하여 사영변환을 실행한다. 이것은 변환전의 좌표(u, v)의 점이 이동, 확대축소, 회전 등의 변환에 의해

서 변환후의 좌표(x, y)가 다음의 수학식 12에 의해 관련 지워지게 된다. 사영변환도 이 아핀변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수학식 12

최종적인 좌표(x, y)는 다음의 수학식 13에 의해 산출된다.

수학식 13

수학식 13은 사영변환하기 위한 식이고, 좌표 x, y는 z'의 값에 따라 0을 향하여 축퇴(縮退)한다. 즉 z＇에 포함되는 파라

미터가 사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된다. 이 파라미터는 a13, a23, a33이다. 또 다른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a33으로 정규

화될 수 있으므로 a33을 1로 해도 좋다.

도 6은 도 3a에 나타내는 사각형의 원고(4)의 각 꼭지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카메라부(11)에서 촬영된 사각형과 실제

원고(4)의 화상의 관계에 대해서 도 7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이 도 7에 있어서, U-V-W좌표계는 카메라부(11)에서 촬영하여 얻어진 화상의 3차원 좌표계이다. A(Au, Av, Aw)벡터와

B(Bu, Bv, Bw)벡터는 3차원 좌표계 U-V-W에 있어서, 원고(4)의 용지를 벡터로 나타낸 것이다.

또 S(Su, Sv, Sw)벡터는 3차원 좌표계 U-V-W의 원점과 원고(4)의 거리를 나타낸다.

도 7에 나타내는 투영스크린은 원고(4)의 화상의 사영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스크린(3)에 대응).

투영스크린상의 좌표계를 x, y로 하면 이 투영스크린상에 투영되는 화상이 카메라부(11)에 촬영되는 화상으로 생각하면

좋다. 투영스크린은 W축상으로부터 거리 f만큼 떨어져 수직으로 위치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4)의 용지상의 임의의 점 P

(u, v, w)와 원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직선과 투영스크린과 교차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교점의 X-Y좌표를 p

(x, y)로 한다. 이 때 좌표 p는 사영변환으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14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14

수학식 14로부터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점 P0, P1, P2, P3과 투영스크린으로의 투영점 p0, p1, p2, p3의 관계로부터

다음의 수학식 15에 나타내는 관계가 구해진다.

수학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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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때 사영계수 α,β는 다음의 수학식 16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16

다음으로 사영변환에 대해서 설명한다.

원고(4)상의 임의의 점 P는 S, A, B벡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수학식 17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17

단 m: A벡터의 계수(0≤m≤1)

n: B벡터의 계수(0≤n≤1)

이 수학식 17에 수학식 15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좌표 x와 y는 다음의 수학식 18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18

이 관계를 아핀변환의 식에 적용시키면 좌표(x', y', z')는 다음의 수학식 19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19

이 수학식 19에 m, n을 대입함으로써 촬영화상의 대응점(x, y)이 구해진다. 대응점(x, y)는 정수(整數)값으로는 한정할 수

없으므로 화상보간법 등을 이용하여 화소의 값을 구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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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리장치(203)는 이와 같은 아핀변환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촬영한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 사영파라미터를 추출한

다(도 5의 스텝S23).

화상처리장치(203)가 실행하는 사영파라미터의 추출처리를 도 8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촬영한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 이 원고(4)의 화상의 네 모퉁이의 좌표점(사각형 윤곽)을 추출한다

(스텝S41).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9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나타내는 사각형의 윤곽을 추출한다.

즉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처리의 연산수를 줄이기 위해 입력화상으로부터 축소휘도화상을 생성한다(스텝S51).

화상처리장치(203)는 생성한 축소휘도화상으로부터 원고(4)의 에지화상을 생성한다(스텝S52).

화상처리장치(203)는 원고(4)의 에지화상으로부터 이 에지화상에 포함되는 직선파라미터를 검출한다(스텝S53).

화상처리장치(203)는 검출한 직선파라미터로부터 원고(4)의 윤곽을 형성하는 후보가 되는 사각형을 생성한다(스텝S54).

화상처리장치(203)는 이와 같이 후보가 되는 사각형을 생성하고, 생성한 각 사각형에 우선순위를 붙인다(도 8의 스텝S42)

.

화상처리장치(203)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선택한 사각형을 추출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정한다

(스텝S43).

사각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43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원고(4)의 화상의 형상으로서

사각형을 취득하고, 취득한 사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아핀파라미터를 산출한다(스텝S44).

한편 추출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43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최대면적을 갖는 사각형의 화상을 원

고(4)의 화상으로서 취득하고(스텝S45), 이 취득한 사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아핀파라미터를 산출한다(스텝S44).

다음으로 이 사영파라미터의 추출처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화상처리장치(203)가 스텝S51에서 생성한 축소휘도화상의 한 예를 도 10a에 나타낸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이와 같은

축소휘도화상으로부터 로버츠필터로 불리는 에지검출용의 필터를 이용하여 도 10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에지화상을 생

성한다(스텝S52). 이 로버츠필터라는 것은 2개의 4근처 화소의 가중값을 실행하여 2개의 필터 Δ1, Δ2를 취득하여 평균화

함으로써 화상의 에지를 검출하는 필터이다.

도 11a는 필터 Δ1의 계수를 나타내고, 도 11b는 필터 Δ2의 계수를 나타낸다. 이 2개의 필터 Δ1, Δ2의 계수를 어느 착목한

좌표(x, y)의 화소값 f(x, y)에 적용하면 변환후의 화소값 g(x, y)은 다음의 수학식 20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20

단 g(x, y): 좌표(x, y)의 화소값(변환후)

f(x, y): 좌표(x, y)의 화소값(변환전)

도 10b에 나타내는 에지화상에는 직선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이 에지화상으로부터 라돈변환을

실행하여 직선파라미터를 검출한다(스텝S53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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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변환은 n차원의 데이터를 (n-1)차원의 투영데이터에 대응시키는 적분변환이다. 구체적으로는 도 12a, 도 12b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이 화상데이터를 f(x, y)로서 x-y 좌표계로부터 각도 θ만큼 회전한 r-θ좌표계를 생각한다. θ방향의 화상투

영데이터 p(r, θ)는 다음의 수학식 21에 의해 정의된다.

수학식 21

단 δ( ): Dirac의 델타함수

이 수학식 21에 의한 변환이 라돈변환으로 불리는 것이다.

도 12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화상데이터 f(x, y)는 라돈변환에 의해 도 12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화상투영데이터 p(r,

θ)로 변환된다.

이와 같은 라돈변환에 따르면, 도 13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x-y 좌표계의 직선 L은 극좌표계에서는 ρ=xcosα＋ysinα로

나타내어진다. 이 직선 L은 p(ρ,α)의 점에 모두 투영되므로 p(r,θ)의 피크를 검출하는 것으로 직선의 검출이 가능하게 된

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에지화상으로부터 라돈변환에 의해 데이터 p(r,θ)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화상처리장치(203)는 생성한 데이터 p(r,θ)로부터 그 피크점을 추출한다. 이로 인해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14

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이 피크점의 추출처리를 실행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p(r,θ)에서의 최대값 pmax를 찾는다(스텝S61).

화상처리장치(203)는 한계값 pth=pmax*k(k는 0 이상 1까지의 정수값)를 구한다(스텝S62).

화상처리장치(203)는 pth를 한계값으로 하여 p(r,θ)로부터 2값화상 B(r,θ)를 생성한다(스텝S63).

화상처리장치(203)는 B(r,θ)의 화상라벨링을 실행한다. 이 때 얻어진 라벨수를 N1로 한다(스텝S64).

화상처리장치(203)는 각 라벨영역내에서 p(r,θ)의 최대값인 곳의 r,θ를 조사한다. 그리고 화상처리장치(203)는 이 값을

각각 ri,θi (i=1∼Nl)로서 취득한다(스텝S65). 이것이 직선의 파라미터가 된다.

다음으로 화상처리장치(203)는 검출한 직선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사각형 후보를 생성하기 위해(스텝S54의 처리), 현저하

게 왜곡되어 있는 사각형을 후보로부터 제외한다. 이것은 서화카메라(1)는 대좌(13)로부터 크게 떨어진 원고(4)를 촬영하

는 일은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는 사각형은 원고(4)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즉 도 15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카메라부(11)에서 촬영한 경우의 표시장치(202)의 LCD의 표시영역에 4개의 직선

a1∼a4가 표시되고, 4개의 직선 a11∼a14의 교점 p1∼p4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직선 a1∼a4는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

의 후보가 된다.

한편 표시영역에 표시되어 있는 직선이 4개 미만의 경우, 또는 도 15b, 도 15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표시영역에 4개의 직

선이 표시되어 있어도 교점이 4개 미만의 경우, 이 직선의 쌍은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의 후보로는 되지 않는다.

도 15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직선 a1∼a4의 표시영역의 하변에 대한 각도를 각각 θ11, θ12, θ21, θ22로 하면 직선 a1의

각도 θ11에 가장 가까운 각도는 직선 a3의 각도 θ12가 되기 때문에 직선 a1과 직선 a3은 서로 마주 보는 직선으로 판별된

다.

또 도 15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서로 마주 보는 직선 a5와 a6의 각도차가 크면 대좌(13)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서화카

메라(1)에 의해 원고(4)가 촬영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직선 a5∼a8의 쌍은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의 후보로는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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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원고(4)를 대좌(13)에 재치하여 직선의 각도를 계측하면 원고(4)의 변에 의거하는 직선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 보는 직선의 각도차를 dθ1, dθ2로 하여 각도차 dθ1, dθ2에는 미리 한계값 dθ1th, dθ2th가 설

치되고, 이 한계값 dθ1th, dθ2th는 메모리(201)에 기억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거하여 화상처리장치(203)는 복수의 직선으로부터 사각형의 후보를 취득한다. 구체적으로 화상처리

장치(203)는 도 16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검출처리를 실행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의 후보수 Nr을 0으로 초기화한다(스텝S71).

화상처리장치(203)는 표시영역에 표시되어 있는 직선의 수 N1을 취득한다(스텝S72).

화상처리장치(203)는 취득한 직선의 수 N1이 4개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73).

취득한 직선의 수 N1이 4개 미만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73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이 처리를 종료시킨다.

이 경우, 사각형의 후보수 Nr은 0이 된다.

취득한 직선의 수 N1이 4개 이상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73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스텝S74).

직선의 쌍이 있었다고 해도 쌍이 된 직선에 의한 4개의 교점이 없으면,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

이 없다고 판정하고(스텝S74에 있어서 No), 이 처리를 종료시킨다.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74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대응하는 직선의 쌍의

각도차 dθ1, dθ2를 취득한다(스텝S75).

화상처리장치(203)는 각도차 dθ1이 미리 설정된 한계값 dθ1th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76).

각도차 dθ1이 한계값 dθ1th 이상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76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의 다음의 후보에 대한 처리를 반복한다(스텝S74∼75).

한편 각도차 dθ1이 한계값 dθ1th 미만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76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각도차 dθ2가

한계값 dθ2th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77).

각도차 dθ2가 한계값 dθ2th 이상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77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의 다음의 후보에 대한 처리를 반복한다(스텝S74∼76).

한편 각도차 dθ2가 한계값 dθ2th 미만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77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얻어진 4개의

교점을 갖는 사각형을 후보로서 사각형의 후보수 Nr을 1개만 인크리먼트하고(스텝S78), 이 사각형의 후보수 Nr을 메모리

(201)에 기억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을 메모리(201)에 기억한다(스텝S79).

화상처리장치(203)는 이와 같은 스텝S74∼79의 처리를 차례 차례 실행하고, 다음의 사각형을 형성하는 직선의 쌍의 후보

가 없다고 판정하면(스텝S74에 있어서 No), 이 사각형의 검출처리를 종료시킨다.

다음으로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의 후보중에서 원고(4)의 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장 적격인 사각형을 선택한다.

이 방법은 몇개인가 생각할 수 있고, 본 실시형태에서는 촬영된 사각형 중, 최외곽의 사각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최외

곽의 사각형이란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후보가 되는 사각형을 X, Y축의 평행선으로 둘러싸서 직사각형을 형성하고,

그 중, 면적이 가장 큰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 Ri의 4개의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x0, y0), (x1, y1), (x2, y2), (x3, y3)로 하면 사각형의 면적은 다음의 수학

식 22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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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2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17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이 사각형을 선택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후보수 Nr의 사각형 중에서 몇개의 사각형을 선택한다(스텝S81).

화상처리장치(203)는 선택한 사각형의 면적 Si를 수학식 22에 따라서 구한다(스텝S82).

화상처리장치(203)는 후보수 Nr을 디클리먼트한다(스텝S83).

화상처리장치(203)는 후보수 Nr이 0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84).

후보수 Nr이 0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84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스텝S81∼S83의 처리

를 재차 실행한다.

이와 같은 처리를 반복 실행함으로써 후보수 Nr이 0이 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84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

는 구한 면적 Si가 큰 순으로 후보가 되는 사각형의 데이터를 나열하여 바꾼다(스텝S85).

그리고 화상처리장치(203)는 1번째의 사각형을 최우선의 사각형의 윤곽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복수의 사각형의 후보가 있

어도 항상 최대 외곽의 사각형이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이것은 서화의 경우, 원고(4) 중에 사각형의 도형이 포함되는 일이

있어도 그 외측에 사각형의 도형이 발견되는 일은 없다. 또 사각테이블 등이 촬영되는 경우, 사용자는 줌조정이나 촬영위

치의 조정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촬영대상의 윤곽의 추출이 기대된다.

(1)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의 아핀파라미터추출

다음으로 선택된 사각형으로부터 사영파라미터(아핀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선택된 사각형의 4점의 꼭지점좌표 (x0, y0), (x1, y1), (x2, y2), (x3, y3)를 이용하여 수학식 16, 수학식 18에 따라서 수

학식 19에 나타내는 행렬의 요소인 아핀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m, n의 스케일은 0 ≤m ≤1, 0 ≤n ≤1의 범위이므로 좌표단위의 수정을 실행한다. 화상의 중심을 바꾸지 않고 U축

측, V축측의 화상사이즈를 각각 usc, vsc로 스케일링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화상의 중심을 uc, vc로 하면 화상의 스케일

변환은 다음의 수학식 23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23

이 수학식 23을 u, v스케일로 고쳐쓰면 변환후의 사각형의 좌표(x', y', z')는 다음의 수학식 24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24

여기에서, Af는 아핀변환행렬이고, 아핀변환행렬 Af는 다음의 수학식 25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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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5

또한 아핀변환행렬 Af의 각 요소가 아핀파라미터이다.

수학식 24, 25로부터 u축과 v축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각형의 종횡비 k는 다음의 수학식 26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26

단 f: 카메라파라미터

또한 서화카메라(1)의 경우, 통상 카메라부(11)의 초점거리는 렌즈와 원고(4)를 재치하는 대좌(13)위의 거리가 되도록 설

계된다. 이로 인해 카메라부(11)의 초점거리를 카메라부(11)와 원고(4)의 거리로 해도 좋다. 어느 쪽으로해도 서화카메라

(1)의 경우, 초점거리 또는 카메라부(11)와 원고(4)의 거리는 기지(旣知)의 값이다.

단 광학렌즈장치(101)의 렌즈가 줌렌즈인 경우, 줌위치에 의해 초점거리가 바뀌므로 그 줌위치에 따른 초점거리 f를 미리

테이블 등에 기억하여 둠으로써 종횡비 k=B/A(절대값)를 계산할 수 있다.

스크린(3)에 출력 가능한 최대화상(화면)사이즈가 umax, vmax로 주어져 있는 경우, uc, vc는 다음의 수학식 27에 의해 나

타내어진다.

수학식 27

또 vmax/umax＞ k 때, vmax/umax ≤k 때는 각각 다음의 수학식 28, 29에 따라서 화상의 스케일링을 실행하면 소망의 종

횡비 k의 화상이 얻어진다.

수학식 28

수학식 29

이와 같은 사고방법에 의거하여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아핀파라미터를 취득한다. 이 처리를 도

18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사각형의 4점의 꼭지점좌표 (x0, y0), (x1, y1), (x2, y2), (x3, y3)로부터 수학식 16에 따라서 사영

계수 α,β를 산출한다(스텝S91).

화상처리장치(203)는 수학식 26에 따라서 원고(4)의 종횡비 k를 산출한다(스텝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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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리장치(203)는 수학식 27에 따라서 화상의 중심점(uc, vc)을 지정한다(스텝S93).

화상처리장치(203)는 최대화상사이즈 vmax/umax와 수학식 26으로 나타내어지는 종횡비 k를 비교한다(스텝S94).

vmax/umax＞k의 경우(스텝S94에 있어서 Yes), 종횡비 k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V축측(세로)

의 최대화상사이즈 max의 쪽이 원고(4)의 화상사이즈보다도 크다고 판정한다. 그리고 화상처리장치(203)는 U축측의 최

대화상사이즈와 원고(4)의 화상사이즈가 일치하도록 수학식 28에 따라서 usc, vsc를 구하며, V축측의 원고(4)의 화상의

스케일을 결정한다(스텝S95).

vmax/umax≤k의 경우(스텝S94에 있어서 No), 종횡비 k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U축측(가로)

의 최대화상사이즈 umax의 쪽이 원고(4)의 화상사이즈보다도 크다고 판정한다. 그리고 화상처리장치(203)는 V축측의 최

대화상사이즈와 원고(4)의 화상사이즈가 일치하도록 수학식 29에 따라서 usc, vsc를 구하며, U축측의 원고(4)의 화상의

스케일을 결정한다(스텝S96).

화상처리장치(203)는 산출한 usc, vsc, uc, vc와 사각형의 4점의 꼭지점좌표(x0, y0), (x1, y1), (x2, y2), (x3, y3)로부

터 수학식 25에 따라서 아핀변환행렬 Af를 구한다(스텝S97).

화상처리장치(203)는 이 아핀변환행렬 Af의 각 요소를 아핀파라미터 A로 하고, 이 아핀파라미터 A를 취득한다(스텝S98).

(2) 추출한 아핀파라미터에 의한 화상변환

다음으로 얻어진 아핀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보정화상을 작성하는 화상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아핀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사영변환이나 다른 아핀변환을 실행하는 경우, 도 1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원래의 화상의

점 p(x, y)가 변환행렬 Ap에 의한 사영변환 등에 의해 변환(후) 화상의 점 P(u, v)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원래의

화상의 점 p에 대응하는 변환화상의 점 P를 구하는 것보다는 변환화상의 점 P(u, v)에 대응하는 원래의 화상의 점 p(x, y)

를 구한 쪽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환화상의 점 P의 좌표를 구할 때, 바이리니어법에 의한 보간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바이리니어법에 의한 보

간방법은 한쪽의 화상(원래의 화상)의 좌표점과 대응하는 다른쪽의 화상(변환화상)의 좌표점을 찾아내어 한쪽의 화상의

좌표점의 주변 4점의 (화소)값으로부터 변환화상의 점 P(u, v)의 (화소)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변환화상

의 점 P의 화소값 P는 다음의 수학식 30에 따라서 산출된다.

수학식 30

단 한쪽의 화상의 점 p의 좌표를 p(x, y)로서,

kx: x의 소수점 이하의 값

ky: y의 소수점 이하의 값

X: 정수부(x)

Y: 정수부(y)

변환화상의 점 P(u, v)에 대응하는 원래의 화상의 점 p(x, y)을 구하기 위해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20에 나타내는 흐름

도의 처리를 실행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변환화상의 화소위치 u를 0으로 초기화한다(스텝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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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리장치(203)는 변환화상의 화소위치 v를 0으로 초기화한다(스텝S102).

화상처리장치(203)는 수학식 25에서 얻어진 아핀파라미터 A를 이용하여 변환화상의 화소위치(u, v)를 대입하고, 또 수학

식 13에 따라서 원래의 화상의 화소위치(x, y)를 구한다(스텝S103).

화상처리장치(203)는 구한 화소위치(x, y)로부터 수학식 30에 따라서 바이리니어법에 의해 화소값 P(u, v)를 구한다(스텝

S104).

화상처리장치(203)는 보정후 화상의 좌표 v를 1개만 인크리먼트한다(스텝S105).

화상처리장치(203)는 보정후 화상의 좌표 v와 좌표 v의 최대값 vmax를 비교하여 보정후 화상의 좌표 v가 최대값 vmax

이상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106).

좌표 v가 최대값 vmax 미만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06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스텝S103∼S105를 재차

실행한다.

스텝S103∼S105의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좌표 v가 최대값 vmax에 이르렀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06에 있어서 Yes), 화

상처리장치(203)는 보정후 화상의 좌표 u를 1개만 인크리먼트한다(스텝S107).

화상처리장치(203)는 좌표 u와 좌표 u의 최대값 umax를 비교하고, 좌표 u가 최대값 umax 이상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판

정한다(스텝S108).

좌표 u가 최대값 umax 미만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08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재차 스텝S102∼S107의

처리를 실행한다.

스텝S102∼S107의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좌표 u가 최대값 umax에 이르렀다고 판정한 경우(스텝108에 있어서 Yes), 화

상처리장치(203)는 이 화상변환처리를 종료시킨다.

(3) 휘도 또는 색차 등에 관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 및 화상효과처리

다음으로 이와 같이 얻어진 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처리와, 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화상효과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화상효과처리는 보다 선명한 화상을 얻기 위한 처리이다.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는 휘도히스토그램의 최대값, 최소값, 피크값, 색차히스토그램의 피크값, 평균값이라고 하는 화

상효과처리에 필요한 변수이다.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추출하는데에는 또한 (3-a) 전체의 화상으로부터 윤곽을 제외하는 실원고부의 화상을 잘라내

고, (3-b) 휘도, 색차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에 필요한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3-a) 화상의 잘라냄

도 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원고(4)의 화상에는 사진, 도형, 문자 등의 실체적인 화상 뿐만이 아니라 대좌(13)나, 원고(4)

의 지면의 그림자 등과 같이 원고(4)의 내용에 무관계의 화상도 비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전체화상에 안테두리와 바깥

테두리를 설정하고, 원고(4)의 실체적인 화상이 있는 안테두리내를 실원고부, 대좌(13)나, 원고(4)의 지면의 그림자 등이

비치고 있는 안테두리와 바깥테두리의 사이를 주변부로 한다. 주변부에 비치고 있는 원고(4)의 윤곽은 대체로 흑색인 것이

많다. 화상데이터에 이와 같은 주변부의 데이터가 있는 쪽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고(4)의 주변부의 화상도 포함하여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면 히스토그램의 확대 등이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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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꺼낼 때에만 실원고부의 화상을 잘라 내어 휘도, 색차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이

히스토그램으로부터 꺼낸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화상전역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한

다. 이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파라미터를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변부를 포함한 화상데이터가 M행 N열로서, X, Y방향과도 바깥테두리와 안테두리의 사이의 도트수가 K

토트라고 하면 X축측에서는 실원고부의 화소데이터인 K로부터 M-K행까지의 화소데이터를 취득하고, Y축측에서는 실원

고부의 화소데이터인 K로부터 N-K열까지의 화소데이터를 취득한다. 실원고부의 화소데이터는 (M-2*K)행, (N-2*K)열

의 데이터가 된다.

(3-b) 휘도, 색차의 히스토그램의 생성

이와 같이 잘라낸 실원고부의 화상에 대해서 휘도히스토그램, 색차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

　휘도히스토그램은 실원고부에 존재하는 휘도값(Y)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휘도값마다 실원고부의 화소의 수를 계

수함으로써 생성된다. 도 22a에 휘도히스토그램의 한 예를 나타낸다. 도 22a에 있어서 가로축은 휘도값(Y)을 나타내고, 세

로축은 화소수를 나타낸다. 화상효과를 보정하는데에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로서 최대값(Ymax), 최소값(Ymin), 피

크값(Ypeak)을 구할 필요가 있다.

최대값은 휘도값 마다 화소의 수를 계수하고, 미리 설정된 소정수 이상의 계수값을 갖는 휘도값 중의 최대휘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최소값은 설정된 소정수 이상의 계수값을 갖는 휘도값 중의 최소휘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피크값은 계수값이 최대

가 되는 휘도값이다. 피크값은 촬영대상인 원고(4)의 배경색의 휘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색차히스토그램은 실원고부에 존재하는 색차(U, V)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색차마다 실원고부의 화소의 수를 계수

함으로써 생성된다. 도 22b에 색차히스토그램의 한 예를 나타낸다. 도 22b에 있어서 가로축은 색차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화소수를 나타낸다. 색차히스토그램의 경우도 화소의 계수값이 최대가 되는 색차의 피크값(Upeak, Vpeak)이 나타난다.

이 피크값도 원고(4)의 배경색의 색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상효과를 보정하는데에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

로서 색차히스토그램의 피크값과 평균값(Umean, Vmean)을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균값은 평균계수값을 갖는 색차의

값이다.

또한 화상효과를 보정하여 시인성이 뛰어난 화상을 얻는데에는 원고(4)의 배경색에 의해 보정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

상효과의 보정방법을 원고(4)의 배경색에 의해 바꿀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원고(4)의 배경색의 판별이 필요하게 된다. 원

고(4)의 배경색은 휘도히스토그램, 색차히스토그램의 각 피크값으로부터 판별된다.

여기에서 원고(4)의 배경색을 3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한다. 제 1은 화이트보드, 노트 등과 같이 배경색이 백색의 경우이

다. 제 2는 흑판 등과 같이 배경색이 흑색의 경우이다. 제 3은 잡지, 팜플렛과 같이 배경색이 백색 또는 흑색 이외의 경우이

다.

구체적으로 원고(4)의 배경색은 이하의 판별식에 따라서 판별된다.

(2-a) 백색의 판정조건

백색 판정조건은 다음의 수학식 31에 의해 나타내어지고, 수학식 31에 나타내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원고(4)의 배경색

은 백색(W)으로 판정된다.

수학식 31

(2-b) 흑색의 판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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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 판정조건은 다음의 수학식 32에 의해 나타내어지고, 수학식 32에 나타내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에 원고(4)의 배경

색은 흑색(b)으로 판정된다.

수학식 32

또 수학식 31, 32에 나타내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던 경우, 원고(4)의 배경색은 컬러(C)로 판정된다. 또한 컬러한계값은,

예를 들면 50 및 128로, 백색판정한계값은, 예를 들면 128로, 흑색판정한계값은, 예를 들면 50으로 설정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법에 의거하여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23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

출처리를 실행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실원고부 중에서 각 휘도(Y)값을 갖는 화소의 수를 계수하여 도 22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휘도히스

토그램을 생성한다(스텝S111).

화상처리장치(203)는 생성한 휘도히스토그램으로부터 휘도의 최대값(Ymax), 최소값(Ymin), 피크값(Ypeak)을 취득한다

(스텝S112).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22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색차(U, V)의 히스토그램을 작성한다(스텝S113).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로서 색차(U, V)의 피크값( Upeak, Vpeak)을 구한다(스텝S114).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로서 색차의 평균값(Umean, Vmean)을 구한다(스텝S115).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히스토그램의 이와 같은 피크값(Ypeak, Upeak, Vpeak)으로부터 수학식 31, 32에 나타내는 판

정조건식에 따라서 원고(4)의 배경색을 판별한다(스텝S116).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와 원고(4)의 배경색의 데이터를 메모리(201)에 기억한다(스텝S117).

다음으로 화상처리장치(203)는 이와 같이 추출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화상효과처리(도 5에 있어서의 스

텝S26)를 실행한다.

상기와 같이 화상효과처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에는 배경색에 의해 처리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화이트보드, 노트 등과 같이 배경색이 백색인 경우, 도 24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휘도변환을 실행한다. 흑판 등과 같이 배

경색이 흑색인 경우, 도 2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휘도변환을 실행한다. 잡지, 팜플렛 등과 같이 배경색이 백색 또는 흑색

이외인 경우, 도 24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변환을 실행한다. 또한 도 24a, 도 24b, 도 24c에 있어서, 가로축은 화소값의

입력값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화소값의 출력값을 나타낸다.

배경색이 백색인 경우, 도 24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피크값을 경계로 하여 휘도변환선의 경사각도를 바꾼다. 소정휘도값

을, 예를 들면 230으로 하여 입력된 휘도의 피크값을 휘도값 230까지 끌어올린다. 그리고 최대값을 최대휘도까지 들어올

린다. 따라서 휘도변환선은 도 24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2개의 선분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배경색이 흑색인 경우, 도 2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피크값을 어느 일정한 휘도값(20)이 되도록 휘도변환을 실행한다. 이

경우도 도 2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휘도변환선은 2개의 선분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배경색이 백색 또는 흑색 이외의 색인 경우, 도 24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통상의 확대처리와 마찬가지로 최소값 이하와

최대값 이상을 커트하고, 1개의 선분으로서 나타내어지도록 휘도변환선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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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같이 배경의 휘도(Y)와 출력(Y＇)의 변환테이블을 미리 설정하여 메모리(201)에 기억해도 좋다. 작성한 변환테

이블에 따라서 입력된 각 화소의 값으로부터 각각의 출력값을 구하고, 화상효과처리를 시행한다. 이와 같이 변환된 화상은

밝은화소는 보다 밝게, 어두운화소는 보다 어두워지므로 휘도분포가 넓어져 시인성이 뛰어난 화상이 된다.

또 촬영된 화상에 따라서는 디지털카메라의 화이트밸런스의 조정이 적정하게 실행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전체가 노란색 등

으로 색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색의 변화는 휘도히스토그램의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바람직한 화상을 얻기 위해서는 컬러조정을 실행한다. 도 25에 컬러조정을 실행하기 위한 휘도변환그래프의 한

예를 나타낸다.

도 25에 있어서, 가로축은 색차의 입력값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색차의 출력값을 나타낸다. 컬러조정은 도 22b에 나타내

는 색차(U, V)의 각각의 평균값(Umean, Vmean)이 회색이 되도록 도 25에 나타내는 휘도변환그래프에 따라서 휘도변환

이 실행된다.

색차 U와 V의 값이 함께 0인 경우, 색은 무채색이 되기 때문에 피크값( Upeak, Vpeak)이 0이 되도록 컬러조정을 실행한

다. 즉 컬러의 변환선은 2개의 선분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입력값 U에 대한 출력값 U＇는 다음의 수학식 33으로 주어진

다.

수학식 33

색차 V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화상효과처리로서 상기의 휘도확대만으로는 충분히 배경이 백색화하지 않는 경우, 배경의 백색화를 실행하고,

화상내의 배경으로 생각되는 부분의 색을 백색(Y：255, U：0, V：0)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색으로 한다.

도 26a는 어느 화소의 휘도값을 기준(0)으로 하고, 이 화소의 휘도값에 대한 휘도값의 인상율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가로

축은 휘도값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휘도값의 인상율을 나타낸다. 또 도 26b는 색차와 색차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가로축은 색차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색차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도면중, C0는 휘도와 색차를 100% 인상하는 0으로부터의 범위를 나타내고, C1은 휘도값에 따라서 인상율을 가변하는 범

위를 나타낸다. 도 26a, 도 26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휘도(Y)값이 일정값 이상(Yw)이고, 색차(U, V)가 일정 범위내(C0)

의 화소의 색을 백색화 범위로 하여 휘도값을 인상하여 색차를 0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배경의 백색화를 실행하면 휘도확대

만으로는 충분히 배경이 백색화하지 않는 경우에 화상효과처리가 매우 유효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법에 의거하여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27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보존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메모리(201)로부터 판독한다(스텝S121).

화상처리장치(203)는 배경이 백색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122).

배경이 백색으로 판정한 경우(스텝S122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배경을 보다 하얗게 하여 시인성이 좋아지

도록 도 24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휘도변환을 실행해서 휘도히스토그램의 조정을 실행한다(스텝S123).

배경이 백색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22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배경이 흑색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스텝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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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흑색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24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배경이 흑색의 경우, 도 2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휘도변환을 실행하여 휘도히스토그램을 조정한다(스텝S125).

배경이 흑색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24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24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휘도변

환을 실행하여 원고(4)의 배경색에 따른 히스토그램조정을 실행한다(스텝S126).

화상처리장치(203)는 이와 같이 조정한 화상에 대하여 도 2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변환을 실행하여 컬러조정을 실행한다

(스텝S127).

화상처리장치(203)는 도 28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배경의 백색화처리(S128)를 실행한다. 또한 도면중의 imax,

jmax는 입력화상의 x, y축의 사이즈이다.

즉 화상처리장치(203)는 카운트값 j를 0으로 초기화한다(스텝S131).

화상처리장치(203)는 카운트값 i를 0으로 초기화한다(스텝S132).

화상처리장치(203)는 입력화상의 화소(i, j)의 휘도(Y)가 일정값 이상(Yw)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133).

휘도(Y)가 일정값 이상(Yw)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33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색차 U, V의 절대값이 소

정값 C0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134).

색차 U, V의 절대값이 소정값 C0 미만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34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휘도값(Y)을

255로 설정하고, 색차(u, v)를 0으로 하여(S135), 화소(i, j)의 값을 새로 고쳐 써 카운트값 i를 인크리먼트한다(스텝S136).

한편 색차 U, V의 절대값이 소정값 C0 미만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34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입력

화상의 화소(i, j)의 색차 U, V의 절대값이 소정값 C1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137).

색차 U, V의 절대값이 소정값 C1 미만이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37에 있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휘도값 Y=Y＋

a*(255-Y)로 하여(스텝S138), 화소(i, j)의 값을 새로 고쳐 써 카운트값 i를 인크리먼트한다(스텝S136).

색차 U, V의 절대값이 소정값 C1 미만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37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휘도값을

변경하지 않고, 카운트값 i를 인크리먼트한다(스텝S136).

화상처리장치(203)는 카운트값 i를 그 최대값 imax와 비교하여 카운트값 i가 최대값 imax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판정한

다(스텝S139).

카운트값 i가 최대값 imax에 이르고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39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스텝

S133∼S138의 처리를 재차 실행한다.

스텝S133∼S138의 처리를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카운트값 i가 최대값 imax에 이르렀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39에 있

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카운트값 j를 인크리먼트한다(스텝S140).

화상처리장치(203)는 카운트값 j를 그 최대값 jmax와 비교하여 카운트값 j가 최대값 jmax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판정한

다(스텝S141).

카운트값 j가 최대값 jmax에 이르고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41에 있어서 No), 화상처리장치(203)는 스텝

S132∼S140의 처리를 재차 실행한다.

스텝S132∼S140의 처리를 반복하여 실행함으로써 카운트값 j가 최대값 jmax에 이르렀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41에 있

어서 Yes), 화상처리장치(203)는 이 배경의 백색화처리를 종료시킨다.

(4) 화상변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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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번 화상변환을 실행한 화상에 대하여 실행되는 조정(도 5의 스텝S33)에 대해서 설명한다.

추출된 사각형의 꼭지점의 좌표에 약간의 오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은 경우, 도 29a, 도 29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얻어진 아핀파라미터로 사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본 실시형태의 촬영화상투영장치는 사용

자에 의해 사영변환의 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조작부(204)의 각 키를 조작하면 조작부(204)는 사용자의 조작에 응답하고, 이 조작정보를 지시정보로서 CPU

(206)에 보낸다. CPU(206)는 이 조작정보를 판별하고, 판별결과에 따라서 화상처리장치(203)를 제어한다.

또한 도 3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보정화상의 보간화소 Q(u', v')를 구할 때에 보간화소 Q(u', v')에 대하여 역변환 Ai를 실

행해서 보간화소 Q(u', v')에 대응하는 보정화상 P(u, v)를 구하고, 또한 보정화상 P(u, v)에 대하여 역변환을 실행해서 원

래의 화상의 p(x, y)를 구하며, 화상 p(x, y)에 대하여 화소보간을 실행하는 것이 통상이다. 사영변환과 확대변환 등, 화상

변환을 2단 변환하는 경우는, 2개의 변환을 합성한 변환행렬을 구해서 두고, 원래의 화상에 대하여 변환을 한번에 실행한

다. 이 방법이 변환을 2회 실행하는 것보다 화상을 고속으로 구할 수 있고, 또한 상기한 2회의 역변환을 실행하여 화상을

작성하는 방법보다 화상열화는 적어진다.

변환전의 화상을 X축, Y축을 중심으로 각도 θ만큼 회전하여 얻어진 변환후의 화상으로부터 변환전의 화상을 취득하는 경

우의 회전역변환행렬 Ar은 다음의 수학식 34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34

변환전의 화상을 X축, Y축을 중심으로 하여 Sc배 확대해서 얻어진 변환후의 화상으로부터 변환전의 화상을 취득하는 경

우의 확대행렬 Asc는 다음의 수학식 35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35

또한 한번 화상을 확대하면 아핀파라미터의 조정이나 계산으로 라운딩오차의 처리 등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화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전에 원래의 등배의 아핀파라미터에 복귀시키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변환전의 화상을 X, Y방향으로 각각 Tx, Ty만큼 이동시킴으로써 얻어진 변환후의 화상으로부터 변환전의 화상을 취득하

는 경우의 이동행렬 As는 다음의 수학식 36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36

보정전의 화상을 X, Y방향으로 각각 α,β만큼 경사함으로써 얻어진 변환후의 화상으로부터 변환전의 화상을 취득하는 경

우의 사영효과행렬 Ap는 다음의 수학식 37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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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7

그리고 2단의 역변환을 실행하는 경우, 그 역변환행렬 A는 다음의 수학식 38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수학식 38

이와 같은 사고방법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화상변환의 조정처리를 도 31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CPU(206)는 확대율 Zoom이 1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151). 또한 확대율 Zoom은 미리 1로 초기화 되어 있기 때문

에 CPU(206)는 최초 확대율 Zoom이 1이라고 판정한다(스텝S151에 있어서 Yes). 확대율 Zoom이 1이라고 판정하면

CPU(206)는 사영변환키로서 위확대키(211), 아래확대키(212), 왼쪽확대키(213), 오른쪽확대키(214)의 어느 쪽인가가

눌러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152).

사영변환키가 눌러졌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52에 있어서 Yes), CPU(206)는 조작된 사영변환키의 종별을 판별한다.

눌러진 사영변환키가 오른쪽확대키(214)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7에 나타내는 사영효과행렬 Ap에 α=0.

1, β=0을 각각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p를 취득한다(스텝S153).

눌러진 사영변환키가 왼쪽확대키(213)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7에 나타내는 사영효과행렬 Ap에 α=-0.

1, β=0을 각각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p를 취득한다(스텝S154).

눌러진 사영변환키가 위확대키(211)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7에 나타내는 사영효과행렬 Ap에 α=0, β=0.

1을 각각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p를 취득한다(스텝S155).

눌러진 사영변환키가 아래확대키(212)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7에 나타내는 사영효과행렬 Ap에 α=0,

β=-0. 1을 각각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p를 취득한다(스텝S156).

사영변환키는 눌러져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152에 있어서 No), CPU (206)는 회전키가 눌러졌는지 아닌지를 판정

한다(스텝S157).

회전키가 눌러졌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57에 있어서 Yes), CPU(206)는 눌러진 회전키의 종별을 판별한다.

눌러진 회전키가 오른쪽회전키(215)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4에 나타내는 회전역변환행렬 Ar에 θ=-1을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r를 취득한다(스텝158).

눌러진 회전키가 왼쪽회전키(216)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4에 나타내는 회전역변환행렬 Ar에 θ=1을 대

입하여 역변환행렬 Ai=Ar를 취득한다(스텝159).

회전보정키는 눌러져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57에 있어서 No), CPU (206)는 확대처리가 실행되기 전에 원래의

등배의 아핀파라미터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아핀파라미터를 행렬 Af로 퇴피시킨다(스텝S160).

한편 확대율 Zoom이 1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151에 있어서 No), CPU(206)는 커서키가 눌러졌는지 아닌지를 판

정한다(스텝S161).

커서키가 눌러졌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61에 있어서 Yes), CPU(206)는 눌러진 커서키의 종별을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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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키가 오른쪽이동키(확대키(217)와 오른쪽확대키(214))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6에 나타내는 이동행

렬 As에 X축, Y축의 각각의 이동량 Tx=64, Ty=0을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s를 취득한다(스텝S162).

커서키가 왼쪽이동키(확대키(217)와 왼쪽확대키(213))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6에 나타내는 이동행렬

As에 X축, Y축의 각각의 이동량 Tx=-64, Ty=0을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s를 취득한다(스텝S163).

커서키가 위이동키(확대키(217)와 위확대키(211))라고 판별한 경우, CPU (206)는 수학식 36에 나타내는 이동행렬 As에

X축, Y축의 각각의 이동량 Tx=0, Ty=64를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s를 취득한다(스텝S164).

커서키가 아래이동키(확대키(217)와 아래확대키(212))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수학식 36에 나타내는 이동행렬

As에 X축, Y축의 각각의 이동량 Tx=0, Ty=-64를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s를 취득한다(스텝S165).

한편 커서키는 눌러져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61에 있어서 No), 또는 회전보정키는 눌러져 있지 않다고 판정하

여 현재의 아핀파라미터를 행렬 Af에 퇴피시킨 경우(스텝S160), CPU(206)는 확대키(217) 또는 축소키(218)가 눌러졌는

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166).

확대키(217) 또는 축소키(218)는 눌러져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66에 있어서 No), CPU(206)는 이 화상변환의

조정처리를 종료시킨다.

한편 확대키(217) 또는 축소키(218)가 눌러졌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166에 있어서 Yes), CPU(206)는 눌러진 키의 종별

을 판별한다.

눌러진 키가 확대키(217)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확대율 Zoom=Zoom*Ratio (Ratio는, 예를 들면 2배)로 하여 새

로운 확대율 Zoom을 취득하고(스텝S167), 수학식 35에 나타내는 확대행렬 Asc의 Sc에 Sc=Ratio를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p를 취득한다(스텝S168).

눌러진 키가 축소키(218)라고 판별한 경우, CPU(206)는 확대율 Zoom=Zoom/Ratio로 하여 새로운 확대율 Zoom을 취득

한다(스텝S169).

축소키(218)의 경우, CPU(206)는 확대율 Zoom이 1을 초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170).

확대율 Zoom이 1을 초과하고 있다고(Zoom＞1) 판정한 경우(스텝S170에 있어서 Yes), CPU(206)는 수학식 35에 나타내

는 확대행렬 Asc의 Sc에 Sc=1/Ratio를 대입하여 역변환행렬 Ai=Ap를 취득한다(스텝S171).

다음으로 역변환행렬 Ai를 설정한 경우(스텝S153∼S156, S158, S159, S162∼165, S168, S171), CPU(206)는 수학식

38에 따라서 역변환행렬 A를 구한다(스텝S172).

CPU(206)는 구한 변환행렬 A를 화상처리장치(203)에 공급해서 역변환행렬 A에 의거하여 화상변환을 실행하도록 화상

처리장치(203)를 제어한다. 화상처리장치(203)는 공급된 역변환행렬 A에 의거하여 아핀변환에 의한 화상변환을 실행한

다(스텝S173).

한편 확대율 Zoom이 1을 초과하고 있지 않다고(Zoom≤1) 판정한 경우(스텝S170에 있어서 No), CPU(206)는 확대율

Zoom=1로 한다(스텝S174).

CPU(206)는 A=Af(스텝S160에서 보존하여 둔 확대전의 아핀파라미터)로 하여 원래의 역변환행렬 A로 되돌린다(스텝

S175).

그리고 CPU(206)는 똑같이 구한 역변환행렬 A를 화상처리장치(203)에 공급해서 화상변환을 실행하도록 화상처리장치

(203)를 제어하고, 화상처리장치(203)는 공급된 역변환행렬 A에 의거하여 아핀변환에 의한 화상변환을 실행한다(스텝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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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대 등을 실행하여 작성된 화상은 원고(4)의 일부의 것이다. 이와 같이 확대하여 설명하는 원고(4)는 도면, 그래프,

사진 등인 경우가 많고, 확대된 부분만을 이용하여 콘트라스트확대 등의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면, 기대하는 바와 같은 화

상품질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원고(4)가 도면이나, 사진의 경우, 배경색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상을 확대, 축소, 이동시키는 경우, 이와 같은 화상변환을 실행하기 전의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그대로 이

용한 편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부터 도 5의 스텝S33(화상변환)에서는 화상변환이 화상의 확대, 축소, 이동 등인

경우에는 CPU(206)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을 스킵시키고, 화상처리장치(203)는 화상변환을 실행하기 전의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로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다.

한편 화상변환이 사영변환, 회전의 경우, 촬영대상(원고(4))의 스크랩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도 조작되므로 새롭게 조

정된 화상을 이용하여 새롭게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화상변환이 사영

변환, 회전의 경우, CPU(206)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의 추출처리(도 5의 스텝S25)로 이행시킨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 1에 따르면, 화상처리장치(203)는 원고(4)의 화상으로부터 윤곽을 취득하여 원고(4)

의 사각형의 형상을 취득하고, 사각형의 꼭지점 위치로부터 사영파라미터를 구해서 원고(4)의 화상을 사영변환하도록 했

다.

따라서 피사체 대상인 원고(4)가 사각형이면 자동적으로 원고(4)만의 화상을 잘라내고, 정면에서 본 화상으로 변환되므로

반드시 촬영피사체에 대하여 바로 위로부터 촬영할 필요도 없으며, 또 원고(4)를 놓았을 때의 방향에 관계없이 올바른 방

향으로 원고(4)의 화상을 스크린(3)에 투영할 수 있다.

또 잘라낸 화상에 대하여 최적인 화상효과처리가 실행되므로 원고(4)를 조명 하지 않아도 충분히 판독성 높은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또 한번 잘라낸 화상에 대하여 화상의 회전이나 사영효과처리의 보정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잘라내어 구한 화상효

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보다 보기 쉬운 화상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원고(4)에 젖

힘, 구부러짐이 있어도 간단한 조작에 의해 화상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잘라낸 화상에 대하여 확대, 축소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화상을 얻는데에 잘라낸 화상으로부터 작성하

는 것이 아니라, 잘라냄과 확대를 한번에 화상변환을 실행하므로 열화가 적은 화상을 작성할 수 있다.

잘라낸 화상의 확대화상에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할 때에 확대하기 전의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도록 했으므로 안정된 고품위의 화상을 얻을 수 있다.

(실시형태 2)

실시형태 2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는 컴퓨터를 구비하고, 컴퓨터가 화상처리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실시형태 2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의 구성을 도 33에 나타낸다.

실시형태 2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는 서화카메라(1)과 프로젝터(2)에 덧붙여서 컴퓨터(5)를 구비한다.

서화카메라(1)와 컴퓨터(5)는 USB(Universal Serial Bus) 등의 통신케이블(31)을 통하여 접속되고, 컴퓨터(5)와 프로젝

터(2)는 RGB케이블 등의 비디오영상케이블(32)을 통하여 접속된다.

실시형태 2의 서화카메라(1)는 도 3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시형태 1의 화상처리장치(203) 대신에 화상압축장치(207)

와, 인터페이스장치(208)를 데이터처리부(22)에 구비한다.

화상압축장치(207)는 컴퓨터(5)에 송신하는 데이터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화상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이다. 화상압축장치

(207)는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 규격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지화상을 압축한다.

인터페이스장치(208)는 압축한 화상데이터를 컴퓨터(5)에 송신하고, 또 컴퓨터(5)로부터의 촬영커맨드를 수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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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PU(206)는 광학렌즈장치(101)의 초점, 노출, 화이트밸런스 등의 카메라설정파라미터를 동화상모드로 초기화하는 기

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카메라부(11)가 포착하고 있는 장면은 광학렌즈장치(101)를 경유하여 이미지센서(102)에 집광되

고, 이미지센서(102)는 집광된 화상으로부터 동화상촬영용의 해상도 낮은 디지털의 화상데이터를 작성하여 메모리(201)

에, 예를 들면 1초당 30장 정도로 송출한다.

컴퓨터(5)는 서화카메라(1)으로 촬영커맨드를 보내어 서화카메라(1)을 제어하고, 화상데이터를 수신하여 화상처리를 실

행한 화상데이터를 프로젝터(2)에 송신하는 것이다.

컴퓨터(5)는 인터페이스장치(231)와, 표시장치(232)와, 화상처리장치(233)와, 조작부(234)와, HDD(Hard Disk Drive,

235)와, CPU(236)와, ROM(Read Only Memory, 237)과, RAM(Random Access Memory, 238)을 구비한다.

인터페이스장치(231)는 압축된 화상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시에, 촬영커맨드 등을 송신하기 위한 것이다.

표시장치(232)는 표시장치(202)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터(2)에 송출하는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화상처리장치(233)는 수신한 화상데이터에 대하여 화상의 왜곡보정이나 화상효과 등의 화상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

고, 실시형태 1의 화상처리장치(203)와 똑같은 기능을 갖는다. 또 화상처리장치(233)는 압축된 화상에 대하여 압축디코드

를 실행하여 비압축데이터를 생성한다.

화상처리장치(233)는 하드웨어로 구성되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것 이라도 좋다. 소프트웨어이면 버젼업에 의해

기능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화상처리장치(233)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컴퓨터(5)가 서화카메라(1)의 화상처리장치(203)의 기능을 구비함으로써 카메라부(11)에는 화상처리용의 하드웨어

를 실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시판의 표준적인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도 좋다.

조작부(234)는 사용자가 데이터, 커맨드를 입력하기 위한 스위치, 키를 구비한 것이다.

HDD(235)는 데이터 등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HDD(235)는 미리 인스톨된 서화처리용의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도 기억

한다.

CPU(236)는 컴퓨터(5)의 각부를 제어하는 동시에, 고해상도 정지화상의 촬영을 지시하는 촬영커맨드 등을 서화카메라

(1)에 송신하여 서화카메라(1)를 제어하는 것이다.

ROM(237)은 CPU(236)가 실행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코드 등을 기억하는 것이다.

RAM(238)은 CPU(236)가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시형태 2에 관련되는 촬영화상투영장치의 동작을 도 35의 흐름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서화카메라(1)의 CPU(206)는 인터페이스장치(208), 화상압축장치(207)나 메모리(201)내의 작업메모리의 초기화를 실

행한다(스텝S201).

CPU(206)는 광학렌즈장치(101)의 초점, 노출, 화이트밸런스 등 카메라설정 파라미터를 동화상모드로 초기화한다(스텝

202).

CPU(206)는 인터페이스장치(208)를 체크해서 컴퓨터(5)로부터의 촬영커맨드를 수신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S203).

촬영커맨드를 수신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203에 있어서 No), CPU(206)는 조작부(204)로부터의 조작정보

에 의거하여 조작부(204)의 화상조정키가 눌러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204).

화상조정키가 눌러졌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204에 있어서 Yes), CPU(206)는 눌러진 화상조정키의 종별정보를 인터페이

스장치(208)를 통하여 컴퓨터(5)에 송신하고(스텝S205), 이미지센서(102)로부터 저해상도 화상을 판독한다(스텝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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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상조정키가 눌러져 있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204에 있어서 No), CPU(206)는 종별정보를 송신하지 않고, 이

미지센서(102)로부터 저해상도 화상을 판독한다(스텝S206).

화상압축장치(207)는 CPU(206)의 제어하에 CPU(206)가 판독한 화상데이터를 압축한다(스텝S207).

CPU(206)는 화상압축장치(207)가 압축한 저해상도 화상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장치(208)를 통하여, 예를 들면 30프레

임 정도의 속도로 컴퓨터(5)에 송신한다(스텝S208).

그리고 CPU(206), 화상압축장치(207)는 스텝 S203∼S208의 처리를 실행한다. 이와 같이 하여 서화카메라(1)는 촬영커

맨드를 수신하지 않는 한 저해상도 화상을 정기적으로 컴퓨터(5)에 송신한다.

촬영커맨드를 수신했다고 판정한 경우(스텝S203에 있어서 Yes), CPU(206)는 이미지센서(102), 광학렌즈장치(101)의 촬

영모드를 고해상도의 정지화상모드로 설정한다(스텝S209).

CPU(206)는 고해상도 정지화상의 촬영을 실행하도록 카메라부(11)를 제어한다(스텝S210).

CPU(206)는 카메라부(11)에 의해 촬영된 화상데이터를 화상압축장치(207)에 보내고, 화상압축장치(207)는 수취한 화상

데이터를 압축한다(스텝S211).

화상압축장치(207)는 압축한 고해상도 정지화상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장치(208)를 통하여 컴퓨터(5)에 송신한다(스텝

S212).

CPU(206)는 재차 저해상도의 동화상모드로 설정하고(스텝S213), 촬영커맨드를 수신하기까지 스텝S203∼S208의 처리

를 실행하며, 취득한 저해상도 화상을 인터페이스장치(208)를 통하여 컴퓨터(5)에 송신한다.

컴퓨터(5)는 HDD(235)에 인스톨된 서화처리 소프트웨어가 기동되면 도 35, 36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서화카메라

기능의 처리를 실행한다.

CPU(236)는 통신 등의 초기화를 실행한다(스텝S221).

CPU(236)는 데이터를 수신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여 수신한 데이터의 내용을 판별한다(스텝S222).

수신한 데이터가 저해상도 화상이라고 판별한 경우, 화상처리장치(233)는 압축되어 있는 화상에 대하여 압축디코드를 실

행함으로써 압축데이터를 비압축데이터 로 변환한다(스텝S223).

CPU(236)는 실시형태 1과 마찬가지로 수학식 11에 따라서 화상변화량 MD를 산출한다(스텝S224).

CPU(236)는 촬영모드가 동화상모드인지 정지화상모드인지를 판정한다(스텝S225).

초기상태에서는 촬영모드가 동화상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CPU(236)는 촬영모드는 동화상모드로 판정한다(스텝S225

에 있어서 Yes). 이 경우, CPU(236)는 수신한 저해상도 화상의 묘화를 실행한다(스텝S226). 화상처리장치(233)는 묘화

된 저해상도 화상의 데이터를 프로젝터(2)에 출력하고, 프로젝터(2)는 이 화상을 스크린(3)에 투영한다.

CPU(236)는 지난번 촬영한 화상과의 화상변화량 MD를 수학식 11에 따라서 구하고, 구한 화상변화량 MD와 미리 설정된

한계값 Thresh1를 비교하며, 비교결과에 의거하여 화상에 움직임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227).

화상에 움직임이 있다고(MD≥Thresh1) 판정한 경우(스텝S227에 있어서 Yes), CPU(236)는 정지시간 Ptime를 클리어해

서(스텝S235) 동화상모드를 계속한다.

한편 화상에 움직임이 없다고(Thresh1＞MD) 판정한 경우(스텝S227에 있어서 No), CPU(236)는 정지시간 Ptime에 1을

가산한다(스텝S228).

CPU(236)는 움직임이 정지하여 미리 설정된 소정시간 HoldTime이 경과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S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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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시간 HoldTime이 경과하고 있지 않다고(Ptime＜HoldTime) 판정한 경우(스텝S229에 있어서 No), CPU(236)는 동

화상모드를 지속하고, 다음의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한다(스텝S222).

소정시간 HoldTime이 경과했다고(Ptime≥HoldTime) 판정한 경우(스텝S229에 있어서 Yes), CPU(236)는 촬영모드를

정지화상모드로 설정한다(스텝S230).

CPU(236)는 고해상도 정지화상의 촬영을 지시하는 촬영커맨드를 송신하고(스텝S231), 서화카메라(1)로부터 정지화상데

이터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한다(스텝S222).

그리고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한 데이터가 저해상도 화상으로 판별한 경우(스텝S222), CPU(236)는 저해상도 화상을

디코드하며(스텝S223), 화상변화량 MD를 산출하고(스텝S224), 촬영모드가 동화상모드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S224).

정지화상모드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225에 있어서 No), CPU(236)는 실시형태 1과 마찬가지로 화상변화량 MD와 2개의

한계값 Thresh2를 비교하여 화상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한다(스텝S232, S233).

MD＜Thresh1이면(스텝S232에 있어서 No, 스텝S233에 있어서 Yes) CPU(236)는 촬영커맨드를 송신한다(스텝S231).

Thresh1≤MD≤Thresh2이면(스텝S232에 있어서 No, 스텝S233에 있어서 No), CPU(236)는 현재 표시되어 있는 정지

화상을 그대로 하고, 촬영모드도 동화상모드인 채로 한다(스텝S234). 그리고 CPU(236)는 정지시간 Ptime에 0을 세트한

다(스텝S235). 그리고 CPU(236)는 다음의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한다(스텝S222).

Thresh2＜MD이면(스텝S232에 있어서 Yes), CPU(236)는 정지화상모드인채 다음의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한다

(스텝S222).

수신한 데이터가 고해상도 화상이라고 판별한 경우(스텝S222), CPU(236)는 고해상 정지화상의 디코드를 실행한다(도 37

의 스텝S236).

화상처리장치(233)는 실시형태 1과 마찬가지로 사영파라미터를 추출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다(스텝S237∼240).

화상처리장치(233)는 화상을 묘화하여 프로젝터(2)에 출력하고(스텝S241), CPU(236)는 다음의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한다(스텝S222).

수신한 데이터가 키의 조작정보에 관한 것으로 판별하면 CPU(236)는 촬영모드가 정지화상모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정지화상모드가 아니면(스텝S242에 있어서 No) 다음의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한다(스텝S222).

정지화상모드라고 판정한 경우(스텝S242에 있어서 Yes), CPU(236)는 실시형태 1과 똑같이 조정과 화상변환을 실행하고

(스텝S243), 화상변환의 내용에 따라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한다(스텝S244, S239, S240). 그리고 화상처리장치(233)는 화

상을 묘화해서 프로젝터(2)에 출력하고(스텝S241), CPU(236)는 다음의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 대기한다(스텝S222).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 2에 따르면, 컴퓨터(5)를 구비하고, 컴퓨터(5)가 화상처리를 실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화상처리용의 하드웨어를 카메라부(11)에 실장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판의 표준적인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어 촬영

화상투영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저가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또한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고, 상기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실시형태 1에서는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추출할 때에 원고(4)의 화상에 대하여 사영파라미터에 의해 변환

한 화상에 대하여 화상의 잘라냄처리를 실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고(4)의 화상이 왜곡되어 있어도 사영변환을 실행하지

않고 실원고부로부터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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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원고(4)의 형상을 사각형으로 하여 원고(4)의 윤곽으로부터 사각형을 취득해서 각 처리를 실행하도

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은 아니지만 원고(4)의 형상은 사각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5각형 등 이라도 좋다.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촬영장치를 촬영화상투영장치로서 설명했다. 그러나 촬영장치는 이와 같은 구성의 것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터(2)는 반드시 구비되지 않아도 좋고, 디지털카메라로 원고(4)를 촬영하는 바와 같은 구성이

라도 상기 실시형태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프로그램이 각각 메모리 등에 미리 기억되어 있는 것으로서 설명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동작시키고, 또는 상기의 처리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플렉시블디스크, CD-ROM(Compact

Disk Read-Only Memory), DVD(Digital Versatile Disk), MO(Magneto Optical disk) 등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

체에 격납해서 배포하고, 이것을 다른 컴퓨터에 인스톨하여 상기의 수단으로서 동작시키며, 또는 상기의 공정을 실행시켜

도 좋다.

또한 인터넷상의 서버장치가 갖는 디스크장치 등에 프로그램을 격납하여 두고, 예를 들면 반송파에 중첩시켜서 컴퓨터에

다운로드 등 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고를 촬영하는 촬영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고의 촬영에 의해 얻어진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

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형상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 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

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사영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가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

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상기 사영파라미터취득부가 구한 사영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

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화상변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2.

원고를 촬영하는 촬영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고의 촬영에 의해 얻어진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

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형상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원고내용을 나타내는 실원고부를 판별하며, 판별한 실원고부의

화상을 잘라내는 화상잘라냄부와,

상기 화상잘라냄부가 잘라낸 실원고부의 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는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가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상의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화상효과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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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잘라냄부는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

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사영파라미터취득부를 구비하고,

상기 사영파라미터취득부가 구한 사영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사영변환된 사영변환화상으로부터 상기 실원고부를 판별하며,

판별한 실원고부의 화상을 잘라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사영파라미터취득부는,

상기 촬영대상물이 존재하는 공간에 3차원의 (U, V, W)좌표계를 설정하고, 상기 촬영대상물을 사영하는 투영면을 상기 공

간에 배치하여 상기 투영면상에 (X, Y, Z)좌표계를 설정하며, 상기 촬영대상물을 직사각형으로 하여 수학식 1 및 수학식 2

에 나타내는 관계식으로부터 구해진 수학식 3에 나타내는 관계식과 수학식 4에 나타내는 사영변환식을 대응시켜 수학식

5에 나타내는 사영파라미터로 이루어지는 사영변환식을 취득하는 것이고,

상기 화상변환부는 수학식 5에 나타내는 사영변환식에 의거하여 상기 촬영대상물의 화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수학식 1

단 P: 촬영대상물의 소정의 점의 좌표(벡터)

S: (U, V, W)좌표계의 원점과 촬영대상물의 사이의 거리(벡터)

A, B: 촬영대상물의 변의 길이(벡터)

m: A벡터의 계수(0≤m≤1)

n: B벡터의 계수(0≤n≤1)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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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Su, Sv, Sw: 3차원좌표계 (U, V, W)에 있어서의 S벡터의 길이

Au, Av, Aw: A벡터의 길이

Bu, Bv, Bw: B벡터의 길이

f: 촬영부가 갖는 렌즈의 초점거리

α,β: A, B벡터에 대응하는 계수

수학식 3

단 x, y: 각각 투영면상의 촬영대상물의 화상의 각 점의 좌표

x0, x1, x2, x3, y0, y1, y2, y3: 상기 투명면에 투영된 촬영대상물의 화상의 꼭지점위치 (xo, yo), (x1, y1), (x2, y2),

(x3, y3)를 나타내는 좌표값

수학식 4

단 x', y', z': 상기 투영면에 투영된 촬영대상물의 화상의 각 점의 좌표

x0, x1, x2, x3, y0, y1, y2, y3: 상기 투명면에 투영된 촬영대상물의 화상의 꼭지점위치 (xo, yo), (x1, y1), (x2, y2),

(x3, y3)를 나타내는 좌표값

수학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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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형상취득부는,

상기 원고화상의 에지화상을 검출하는 에지화상검출부와,

상기 에지화상검출부가 검출한 에지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의 윤곽의 후보가 되는 직선을 검출하는 직선검출부를 구비하

고,

상기 직선검출부가 검출한 직선을 조합하여 상기 원고의 윤곽을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형상취득부는 상기 직선검출부가 검출한 직선을 조합하여 형성된 형상 중, 최대 면적을 갖는 것을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는 상기 화상 잘라낸 실원고부의 화상의 휘도값과 해당 휘도값을 갖는 화소의 수의 관계를 나

타내는 휘도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생성한 휘도히스토그램으로부터 해당 휘도히스토그램을 보정하는 파라미터를 화상효

과보정용 파라미터로서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는 상기 화상 잘라낸 실원고부의 화상의 색차와 해당 색차를 갖는 화소의 수의 관계를 나타내

는 색차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생성한 색차히스토그램으로부터 해당 색차히스토그램을 보정하는 파라미터를 화상효과보

정용 파라미터로서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효과처리부는 상기 생성한 색차히스토그램으로부터 상기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로서 화소수가 최대가 되는

색차를 취득하고, 상기 원고화상의 화상효과처리로서 상기 원고화상의 컬러조정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

치.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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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상효과처리부는 화상효과처리의 지시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지시정보에 따라서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지주에 지탱되어 상기 원고를 촬영하는 촬영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변환부가 화상 변환한 화상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투영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13.

촬영에 의해 얻어진 원고화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화상처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형상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

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사영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와,

상기 보정용 파라미터취득부가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

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상기 사영파라미터취득부가 구한 사영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

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화상변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처리장치.

청구항 14.

원고를 촬영하는 촬영장치의 화상처리방법으로서,

촬영된 원고의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스텝과,

상기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스텝과,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스텝과,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

에, 상기 원고화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의 화상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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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컴퓨터에,

촬영된 원고의 원고화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윤곽을 취득하고, 취득한 상기 윤곽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을

취득하는 순서,

상기 취득한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으로부터 상기 원고화상의 형상과 실제원고의 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영파라미터를

구하는 순서,

상기 형상취득부가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으로부터 화상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취득하

는 순서,

취득한 화상효과보정용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취득한 형상의 상기 원고화상에 대하여 화상효과처리를 실행하는 동시

에, 상기 구한 사영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원고화상의 화상변환을 실행하는 순서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억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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