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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가 입력하는 영상신호의 조도를 자동 검출하고, 최적 노출모드를 연산 선택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것

으로, 프리뷰 영상신호에 의한 셔터값, 게인값,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검출 분석 연산하고 추정된 조도에 의하여 노출모드

를 설정하는 제어부;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목적물을 프리뷰와 촬영하고 셔터속도와 영상신호의 게인을 조절하는 카메

라부; 제어부와 접속되고 촬영되는 영상신호의 밝기 분포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히스토그램부; 제어부에 의하여 자동변환

노출모드의 촬영 프레임 숫자를 기록저장하며 선택된 해당 노출모드를 출력하는 모드부; 제어부에 접속하고 설정된 노출

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영상신호를 촬영 입력하는 캡쳐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장치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휴대단

말기로 촬영 목적물의 프리뷰 영상신호를 확인하고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히스토그램 값을 검출하는 프

리뷰 과정; 상기 영상신호의 전자 셔터 스피드 값과 밝기 게인값을 검출 분석 연산하고 적정한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노출모드 과정; 상기 자동 선택하는 노출모드가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를 변환하는 경우는 설정된 마진 값에 의하여 노출모

드를 변환하는 마진과정과; 상기 과정의 설정된 노출모드로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경우는 노출모드의 해당 프레임 단위로

촬영하는 출력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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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프리뷰 영상신호에 의한 셔터값, 게인값,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검출 분석 연산하고 추정된 조도에 의하여 노출모드를 설정

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목적물을 프리뷰와 촬영하고 셔터속도와 영상신호의 게인을 조절하는 카메라부와,

상기 제어부와 접속되고 촬영되는 영상신호의 밝기 분포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히스토그램부와,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자동변환 노출모드의 촬영 프레임 숫자를 기록저장하며 선택된 해당 노출모드를 출력하는 모드부

와,

상기 제어부에 접속하고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영상신호를 촬영 입력하는 캡쳐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구성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운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와 영상신호를 기록저장하고 출력하는 메모리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영상신호가 포함되는 멀티미디어 통신신호를 무선 송수신하는 무선부와,

상기 제어부에 접속하고 멀티미디어 신호를 입출력하며 다이얼링 신호와 제어명령을 입력하는 입출력부가 더 포함되어 이

루어지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부는,

해당 제어신호에 의하여 지정된 목적물의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센서부와,

상기 센서부의 영상신호를 입력 분석하고 밝기가 소정 레벨이 되도록 조절된 게인으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게인부와,

상기 게인부의 영상신호를 입력 분석하고 조절된 셔터 스피드로 영상신호를 통과시키는 셔터부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특징

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캡쳐부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카메라부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모드부로부터 인가되는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캡

쳐하여 영상신호로 출력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히스토그램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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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카메라부로부터 인가되는 영상신호의 각 화소에 의한 밝기를 분석하고 소정 단위의 밝기 분

포도로 변환 출력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부는,

각 저조도 레벨에서 최적 화질을 촬영하는 초 단위 프레임 숫자를 다수 모드로 기록저장하고, 자동 선택된 노출모드에 의

하여 해당 촬영 프레임 숫자를 출력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청구항 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카메라부의 게인값과 셔터값과 히스토그램부의 밝기값을 검출 입력하고 분석 연산하여 조도값을 확인하며, 상기 확인된

조도에 의하여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노출모드를 모드부에 인가하여 해당 초 단위 촬영 프레임 숫자를

상기 캡쳐부에 출력하며, 상기 카메라부의 영상신호를 캡쳐부에 인가하고 상기 모드부로부터 인가되는 프레임 숫자로 촬

영 출력하는 영상신호를 메모리부의 할당된 영역에 기록저장하고 입출력부의 표시부에 출력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청구항 8.

휴대단말기로 촬영 목적물의 프리뷰 영상신호를 확인하고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히스토그램 값을 검출하

는 프리뷰 과정과,

상기 과정에 의한 영상신호의 전자 셔터 스피드 값과 밝기 게인값을 검출 분석 연산하고 적정한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노출모드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자동 선택하는 노출모드가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를 변환하는 경우는 설정된 마진 값에 의하여 노출모드를

변환하는 마진과정과,

상기 과정의 설정된 노출모드로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경우는 노출모드의 해당 프레임 단위로 촬영하는 출력과정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뷰 과정은,

휴대단말기로 목적물의 영상신호를 촬영하기 전에 촬영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프리뷰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프리뷰하는 경우는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프리뷰 영상신호의 히스토그램 값을 검출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

청구항 10.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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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의 프리뷰 영상신호로부터 전자 셔터 스피드 값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의 프리뷰 영상신호로부터 밝기 게인값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검출된 히스토그램 값과 전자 셔터 스피드 값과 밝기 게인값을 분석 연산하여 촬영 목적물의 화질개선을 위

한 적정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

청구항 11.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마진과정은,

상기 과정에서 연산하여 자동 선택된 노출모드가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와 상이하므로 변환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

과,

상기 과정에서 노출모드를 변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마진 값으로 지연한 후에 상기 자동 선

택된 노출모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

청구항 12.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과정은,

상기 과정에서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숫자로 영상신호를 촬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기 프리뷰 과정으로 궤환하고 촬영하는 경우는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

로 촬영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휴대단말기로 저조도 환경에서 노출모드를 자동 조절하여 촬영되는 영상신호의 화질을 자동 개선하

는 것으로, 특히, 프리뷰 상태에서 검출되는 히스토그램 데이터와 셔터 스피드 값과 게인값을 연산하여 조도 환경을 자동

판단하고 최적 화질을 유지하는 적정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 진입하여 신속하게 촬영하므로 저조도 환경에서 화질을 개선

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용 휴대단말기(UE: USER EQUIPMENT)는 가입 등록된 시스템의 해당 기지국(RAN: RADIO ACCESS

NETWORK)이 형성하는 서비스 영역(SERVICE AREA) 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동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의 감시와 제어와 스위칭(SWITCHING)에 의하여 설정된 통신경로를 경유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

하는 상대방과 즉시 무선접속하여 통신하는 것으로, 개인이 항상 직접 휴대하면서 어디든지 이동하는 첨단 무선통신장비

이다.

상기 휴대단말기(UE)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초기에 음성급 신호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으로 운용되고, 점차 통신

요구 및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량이 많아지므로 숫자,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는 메시지 데이터 통신 기능이 부가되었

고, 현재의 3세대(3GPP) 이동통신 시스템은, 상기의 음성급 신호와 문자급 신호에 영상신호가 포함되는 멀티미디어급 통

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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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미디어 통신방식에서는, 자신의 영상신호를 촬영하여 상대방에 무선송신하고, 상대방의 영상신호를 무선수신하

여 표시하므로, 통신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영상(IMAGE)을 확인하면서 음성급 신호 또는 문자급 신호를 이용하여 자연

스럽게 통신하는 방식이다.

상기 멀티미디어 휴대단말기에서 상대방으로 전송하는 영상신호에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영상신호와 움직이는 동영상신

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휴대단말기(UE)의 영상통신 또는 멀티미디어 통신에서는 동영상 신호를 이용한다.

상기 휴대단말기가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주변의 조도 환경조건은 일정하지 않으며, 일 예로, 특정 장소의 조도가 좋은 반

면에, 바로 옆에서는 조도가 나쁜 저조도 환경일 경우가 있다.

상기 휴대단말기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하는 경우, 촬영되는 영상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밝기와 색감이 떨어지는 등

의 문제가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노출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수동으로 노출모드를 설정하고 노출시간

을 설정 촬영하여야 하는 등의 사용상 복잡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휴대단말기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하는 경우, 노출모드를 자동 조정 설정하고 촬영하는 화질개선의 기술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하,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촬영방식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종래 기술을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된 것으로, 도1 은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촬영장치 기능 구성도 이고,

도2 는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촬영방법 순서도 이다.

상기 도1을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영상신호 촬영 장치를 설명하면, 촬영부(10)는 제어부(30)의

제어에 의하여 영상신호를 프리뷰(PREVIEW) 신호로 출력하거나 또는 촬영된 신호로 출력한다.

상기 촬영부(10)가 촬영하는 영상신호는 주변환경의 조도에 의하여 화질에 차이가 있으며, 조도가 약한 경우에는 노출

(EXPOSURE)을 조절하여 보상한다.

상기 조도 측정에는, 광량부(20)를 이용하며, 상기 광량부(20)는 촬영 목적물의 주변으로부터 입력되는 광량을 검출하여

제어부(30)에 인가하고, 상기 제어부(30)는 입력되는 광량을 분석 연산하여 측정된 조도 값을, 입출력부(50)의 해당 표시

부를 통하여 출력 표시한다.

상기와 같이 검출된 조도 값이 소정 레벨보다 낮아 노출(EXPOSURE)을 많이 주어야 하는 경우, 상기 입출력부(50)를 통하

여 입력되는 해당 제어명령에 의하여 수동으로 노출모드(EXPOSURE MODE)를 설정하여야 한다.

상기 노출모드는, 휴대단말기의 모델별로 DARKNESS MODE 또는 NIGHT SHOT MODE 등으로 표시되지만 동일한 기능

의 역할이다.

상기와 같이 낮은 조도 환경에서 수동조절로 노출모드를 선택하고, 즉, 초당 촬영되는 프레임 숫자를 줄이어 노출을 많이

받도록 하므로, 영상신호의 노이즈 발생, 밝기 감소, 색감감소 등에 의한 화질문제를 개선한다.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것은 순간의 동작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촬영의 동작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은 조도가 낮은 경우, 해당 메뉴 검색을 통하여 노출모드를 수동 설정하고 촬영하여야 하므

로, 촬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순간의 동작을 포착하지 못하는 사용상 불편한 문제가 있다.

이하, 상기 첨부된 도2를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촬영방법을 설명한다.

휴대단말기(UE)의 촬영부(10)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을 프리뷰(PRE-VIEW) 할 것인지 판단하고(S10), 상기 판단(S10)

에서 프리뷰 하는 경우, 광량부(20)를 통하여 광량을 측정하고 분석 연산된 조도를 표시한다(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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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S20)에서 표시되는 조도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조도가 소정 레벨보다 낮은 저조도 인지 판단하며(S30), 상기

판단(S30)에서 저조도로 판단되면, 수동으로 노출모드를 설정하여 노출시간을 늘리는 조정한다(S40).

상기 단계(S40)에서 노출을 늘리는 것은, 휴대단말기(UE)가 촬영하는 영상신호의 초당 프레임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일

예로, 초당 30 프레임을 촬영하는 30 FPS 로부터 초당 15 프레임을 촬영하는 15 FPS 로 변경하면 노출이 배로 늘어나고,

저조도 상태에서도 좋은 화질을 촬영한다.

상기 단계(S40)와 같이 노출모드를 설정하고 노출을 조정한 상태에서, 목적물을 촬영할 것인지 판단하고(S50), 상기 판단

(S50)에서 목적물을 촬영하는 경우, 상기 설정된 노출시간에 의하여 목적물을 촬영한다(S60).

상기와 같은 구성의 종래 기술은, 조도가 낮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좋은 화질로 촬영하기 위하여 노출모드를 수동조절 설정

하고 촬영하여야 하므로, 노출모드 수동조절 설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순간적인 모습을 촬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멀티미디어 휴대단말기에서 주변환경의 조도 변화를 광량측정 장치 없이 감지하고 자동으

로 노출모드를 설정하므로 촬영목적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촬영하는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출한 본 발명은, 프리뷰 영상신호에 의한 셔터값, 게인값,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검

출 분석 연산하고 추정된 조도에 의하여 노출모드를 설정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의하여 목적물을 프리뷰와

촬영하고 셔터속도와 영상신호의 게인을 조절하는 카메라부와; 상기 제어부와 접속되고 촬영되는 영상신호의 밝기 분포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히스토그램부와; 상기 제어부에 의하여 자동변환 노출모드의 촬영 프레임 숫자를 기록저장하며 선택된

해당 노출모드를 출력하는 모드부와; 상기 제어부에 접속하고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영상신호를 촬영 입력하

는 캡쳐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장치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출한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로 촬영 목적물의 프리뷰 영상신호를 확인하고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히스토그램 값을 검출하는 프리뷰 과정과; 상기 과정에 의한 영상신호의 전자 셔터

스피드 값과 밝기 게인값을 검출 분석 연산하고 적정한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노출모드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자동

선택하는 노출모드가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를 변환하는 경우는 설정된 마진 값에 의하여 노출모드를 변환하는 마진과정

과; 상기 과정의 설정된 노출모드로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경우는 노출모드의 해당 프레임 단위로 촬영하는 출력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및 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된 것으로, 도3 은 본 발명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기능 구성도 이고,

도4 는 본 발명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 순서도 이다.

상기 도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이동통신용 휴대단말기(UE)의 저조도 환경에서 화질 개선하는 장치를 설명

하면, 휴대단말기(UE)를 구성하는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하여 영상신호가 포함되는 멀티미디어 통신신호를 무선 송수

신하는 무선부(100)와,

프리뷰(PREVIEW) 영상신호에 의한 셔터(SHUTTER)값, 게인(GAIN)값, 히스토그램(HISTOGRAM) 분포도를 검출 분석

연산하고 추정된 조도에 의하여 노출모드를 설정하는 것으로, 카메라부(120)의 게인값과 셔터값과 히스토그램부의 밝기

값을 검출 입력하고 분석 연산하여 조도 값을 확인하며, 상기 확인된 조도에 의하여 노출모드(EXPOSURE MODE)를 자동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노출모드를 모드부(160)에 인가하여 해당 초 단위 촬영 프레임 숫자를 캡쳐부(130)에 출력하며, 카

메라부(120)의 영상신호를 캡쳐부(130)에 인가하고, 모드부(160)로부터 인가되는 프레임(FRAME) 숫자로 촬영 출력하는

영상신호를 메모리부(150)의 할당된 영역에 기록저장하고 입출력부(140)의 표시부에 출력하는 제어부(1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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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하여 목적물을 프리뷰와 촬영하고 셔터속도와 영상신호의 게인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당 제

어신호에 의하여 지정된 목적물의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센서부(122); 상기 센서부(122)의 영상신호를 입력 분석하고 밝기

가 소정의 레벨이 되도록 조절된 게인(GAIN)으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게인부(124); 상기 게인부(124)의 영상신호를 입력

분석하고 조절된 셔터 스피드로 영상신호를 통과시키는 셔터부(126)로 이루어지는 카메라부(120)와,

상기 제어부(110)에 접속하고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영상신호를 촬영 입력하는 것으로,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하여 카메라부(12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모드부(160)로부터 인가되는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캡쳐

(CAPTURE)하여 영상신호로 출력하는 캡쳐부(130)와,

상기 제어부(110)에 접속하고 멀티미디어(MULTIMEDIA) 신호를 입출력하며 다이얼링(DIALING) 신호와 제어명령을 입

력하는 입출력부(140)와,

상기 제어부(110)에 의하여 운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와 영상신호를 기록저장하고 출력하는 메모리부(150)와,

상기 제어부(110)에 의하여 자동변환 노출모드의 촬영 프레임 숫자를 기록저장하며 선택된 해당 노출모드를 출력하는 것

으로, 각 저조도 레벨에서 최적 화질을 촬영하는 초 단위 프레임 숫자를 다수 노출모드로 기록저장하고, 자동 선택된 노출

모드에 의하여 해당 촬영 프레임(FRAME) 숫자를 출력하는 모드부(160)와,

상기 제어부(110)와 접속되고 촬영되는 영상신호의 밝기 분포를 분석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하여

카메라부(120)로부터 인가되는 영상신호의 각 화소에 의한 밝기를 분석하고 소정 단위의 밝기 분포도로 변환 출력하는 히

스토그램(HISTOGRAM)부(170)가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구성이다.

이하,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휴대단말기의 카메라부(120)를 구성하는 센서부(122)는,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영상신호를 촬영하기 이전에 확

인하는 프리뷰(PREVIEW) 상태로 출력하며, 상기 센서부(122)로부터 출력되는 프리뷰 상태의 영상신호는 게인부(124)에

인가되어 소정 레벨의 밝기가 되도록 설정된 게인(GAIN)으로 증폭 출력된다.

상기와 같이 게인부(124)에 의하여 밝기가 소정 레벨로 증폭되어 출력되는 영상신호는, 셔터부(126)에 인가되어 조도에

따라 설정된 셔터 스피드로 영상신호를 통과시킨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 카메라부(120)의 센서부(122)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히스토그램부(170)에 인가하여, 상

기 영상신호를 구성하는 각 픽셀(PIXEL)의 밝기 분포를 작성하고, 상기 히스토그램부(170)에 의하여 작성된 밝기분포의

평균값을 검출하는 동시에, 상기 카메라부(120)로부터 밝기를 소정 레벨로 증폭 제어하는 게인값과 영상신호의 통과 양을

조도에 의하여 제어하는 셔터스피드 값을 각각 검출한다.

상기와 같이 검출된 값들은, 상기 제어부(110)의 해당 연산에 의하여 카메라부(120)의 센서부(122)가 출력하는 영상신호

의 조도를 확인한다.

즉, 별도로 광량을 측정하는 기능부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서도, 센서부(122)가 촬영하는 목적물 주변 환경의 조도를 측

정 확인하므로, 회로를 간단하게 하고, 장치의 크기를 작게하며 제조비용을 낮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와 같이 해당 연산에 의하여 영상신호의 조도를 확인하고, 좋은 화질의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

는 적정한 노출모드를 확인한다.

상기와 같이 확인된 적정한 노출모드를 상기 모드부(160)에 출력하며, 상기 모드부(160)는 제어부(110)로부터 입력된 노

출모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당 촬영하는 프레임 단위 숫자정보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부(110)는, 모드부(160)로부터 출력되는 초 단위 촬영 프레임(FPS) 숫자를, 즉, 노출모드를 상기 캡쳐부(130)에

인가하는 동시에, 상기 카메라부(12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캡쳐부(130)에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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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캡쳐부(130)는 카메라부(120)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제어부(110)를 통하여 입력되는 프레임 단위 값에

의하여 캡쳐(CAPTURE)하여 출력하므로, 영상신호를 촬영하고, 상기 촬영된 영상신호는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하여

메모리부(150)의 할당된 영역에 기록저장되고 출력되는 동시에, 상기 입출력부(140)에 일체로 구비되는 표시부를 통하여

출력되므로 확인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상기와 같이 촬영되어 기록저장된 영상신호를 상기 무선부(100)를 통하여 호설정된 상대방에게 무선

송신하여 전달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카메라부(12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의 조도 환경을 자동 측정하고, 노출모드

를 자동 설정하여 영상신호가 최적 화질로 촬영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하, 상기 첨부된 도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환경 화질 개선방법을 설명한다.

이동통신용 휴대단말기로 촬영 목적물의 프리뷰 영상신호를 확인하고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히스토그램

값을 검출하는 것으로, 휴대단말기로 목적물의 영상신호를 촬영하기 전에 촬영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프리뷰(PREVIEW)

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S100); 상기 과정(S100)에서 프리뷰하는 경우는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프리뷰 영

상신호의 히스토그램 값을 검출하는 과정(S110)으로 이루어지는 프리뷰 과정과,

상기 프리뷰 과정에 의한 영상신호의 전자 셔터 스피드 값과 밝기 게인값을 검출 분석 연산하고 적정한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것으로, 상기 프리뷰 영상신호로부터 전자 셔터 스피드 값을 검출하는 과정(S120); 상기 과정(S120)의 프리뷰

영상신호로부터 밝기 게인값을 검출하는 과정(S130); 상기 과정(S130)에서 검출된 히스토그램 값과 전자 셔터 스피드 값

과 밝기 게인값을 분석 연산하여 촬영 목적물의 화질개선을 위한 적정 노출모드를 자동 선택하는 과정(S140)으로 이루어

지는 노출모드 과정과,

상기 노출모드 과정에서 자동 선택하는 노출모드가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를 변환하는 경우는 설정된 마진 값에 의하여 노

출모드를 변환하는 것으로, 상기 연산하여 자동 선택된 노출모드가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와 상이하므로 변환하여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S150); 상기 과정(S150)에서 노출모드를 변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마진

(MARGIN) 값으로 지연한 후에 상기 자동 선택된 노출모드로 변환하는 과정(S160)으로 이루어지는 마진과정과,

상기 과정의 설정된 노출모드로 영상신호를 촬영하는 경우는 노출모드의 해당 프레임 단위로 촬영하는 것으로, 상기 설정

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숫자로 영상신호를 촬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S170); 상기 과정(S170)에서 촬영을 하지 않는 경

우는 상기 프리뷰 과정(S110)으로 궤환(FEEDBACK)하고 촬영하는 경우는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 단위로 촬영 출력

하는 과정(S180)으로 이루어지는 출력과정으로 구성된다.

이하,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한 것으로, 휴대단말기(UE)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

세히 설명한다.

상기 이동통신용 휴대단말기(UE)의 제어부는, 촬영 목적물을 프리뷰(PREVIEW) 상태로 확인할 것인지 판단하고(S100),

상기 판단(S100)에서 프리뷰 상태로 촬영 목적물을 확인하는 경우, 휴대단말기에 현재 설정된 노출모드의 초당 촬영 프레

임 단위로 프리뷰 영상신호를 입력하고, 분석 연산하여, 각 픽셀(PIXEL) 단위로 밝기 정보를 표시하는 히스토그램

(HISTOGRAM) 값을 검출한다(S110).

상기 제어부(110)는, 카메라부(120)로부터 전자셔터 스피드 값을 검출하고(S120), 프리뷰 영상신호의 밝기를 일정한 레

벨로 증폭하는 제어신호인 게인(GAIN) 값을 검출한다(S130).

상기 제어부(110)는, 상기와 같이 검출된 히스토그램 값과, 전자 셔터 스피드 값과, 게인값을 해당 연산처리하여, 프리뷰

상태 영상신호의 조도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조도에 적정한 노출모드를 연산하여 자동 선택한다(S140).

상기와 같이 확인된 조도에 의하여 자동 선택된 노출모드가 이전에 설정된 노출모드와 상이하여, 상기 자동 선택된 노출모

드로 변환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S150).

상기 판단(S150)에서 자동 선택된 노출모드로 변환하여야 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마진(MARGIN) 값만큼 지연

(DELAY) 한 후에, 상기 자동 선택된 노출모드로 변환 설정한다(S160).

등록특허 10-0677332

- 8 -



상기 휴대단말기의 제어부(110)는, 상기와 같이 설정된 노출모드로 영상신호를 촬영할 것인지 판단하고(S170), 상기 판단

(S170)에서 해당 입출력부(140)를 통하여 촬영을 제어하는 명령신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는, 상기 프리뷰 과정(S110)으

로 궤환하여 상기와 같이 조도 자동확인 및 노출모드 자동 연산선택 과정을 반복하도록 한다.

상기 판단(S170)에서 제어부(110)가 해당 입출력부(140)로부터 영상신호를 촬영하도록 하는 제어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상기 캡쳐부(130)를 제어하여 설정된 노출모드의 프레임(FRAME) 단위로 촬영한다(S180).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카메라부(120)로부터 출력되는 프리뷰 상태의 영상신호로부터 히스토그램

(HISTOGRAM) 값을 검출하고, 영상신호의 밝기를 증폭하는 게인(GAIN) 값과 영상신호를 통과시키는 셔터 스피드 값을

각각 검출 연산하여 조도를 확인하므로, 별도로 광량부가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검출 확인된 조도의 주변환경 조건에서 영상신호를 최적 상태의 화질로 촬영하도록 하는 적정 노출모드를 연산

선택하고 자동으로 설정하므로, 촬영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의 카메라부가 출력하는 프리뷰 영상신호로부터 히스토그램 값을 검출하고, 밝

기를 조절하는 게인값과 영상신호를 통과시키는 셔터스피드 값을 각각 검출하여 분석 연산하므로 조도를 자동으로 측정

확인하는 산업적 이용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단말기에 촬영되는 목적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도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광량부를 구비하지 않으므로, 크기를

작게하고, 회로구성을 간단하게 하며, 비용을 싸게하는 사용상 편리한 효과가 있다.

또한, 자동 측정된 조도를 이용하여 적정 노출모드를 자동 연산하여 설정하므로, 최적 화질의 영상신호를 신속하게 촬영하

도록 하는 사용상 편리한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은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촬영장치 기능 구성도,

도2 는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촬영방법 순서도,

도3 은 본 발명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장치 기능 구성도,

도4 는 본 발명에 의한 휴대단말기의 저조도 화질 개선방법 순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로 설명 **

100 : 무선부 110 : 제어부 120 : 카메라부

122 : 센서부 124 : 게인부 126 : 셔터부

130 : 캡쳐부 140 : 입출력부 150 : 메모리부

160 : 모드부 170 : 히스토그램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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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77332

- 10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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