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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촬상시스템

(57) 요약

적외광을 조사하기 위한 IR램프와, IR램프에 의해 조사된 장소를 촬상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CCD카메라(5)와, CCD카

메라(5)의 신호축적시간을 소정의 주기로 변화시켜 노광량이 다른 화상을 연속하여 주기적으로 출력 가능한 화상처리유닛

(7)을 구비하고, 화상처리유닛(7)은, 주기적으로 출력되는 화상의 한 쪽에 있어서 주변에 중휘도의 폭(spread)을 갖는 고

휘도의 덩어리(mass)를 추출하여, 고휘도의 매스의 정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출력되는 화상의 다른 쪽의 신호축적시간

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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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적외광을 조사(照射)하기 위한 적외광 조사수단과,

상기 적외광 조사수단에 의해 조사된 장소를 촬상(撮像)하고 상기 촬상된 화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상수단과,

상기 촬상수단의 신호축적시간을 주기적으로(periodically) 변화시키고 노광량(exposure value)이 다른 화상을 연속하여

주기적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된 화상처리유닛을 구비하고,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주기적으로 출력되는 화상의 제1 화상(first image)으로부터 중휘도 영역(medium-

brightness area)으로 둘러싸인 고휘도 블록 (high-brightness block)을 추출하고, 상기 중휘도 영역의 정도(degree)에

따라서, 촬상되는 제2 화상의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제1 화상을 고휘도 블록, 중휘도 블록, 저휘도 블록으로 나누고, 고휘도 블록의 그룹 주위의 중

휘도 블록의 수에 따라, 상기 제2 화상의 화상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제1 화상을 복수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의 휘도 평균치를 구하고, 상기 블록들의 휘도 평

균치와 두 개의 역치(threshold)에 따라, 상기 블록을 고휘도 블록, 중휘도 블록, 및 저휘도 블록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제1 화상을 복수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 내의 화소(pixel)를 두 개의 역치에 의해 고휘도

화소, 중휘도 화소, 저휘도 화소로 분류하여, 상기 각 블록 내의 고휘도 화소, 중휘도 화소 및 저휘도 화소의 수 중 최대수를

찾아내어 상기 최대수를 가지는 화소의 휘도 레벨을 그 블록의 휘도 레벨로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블록의 휘도 레벨에 따

라, 상기 블록들을 고휘도 블록, 중휘도 블록 및 저휘도 블록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각 고휘도 블록 주위의 중휘도 블록의 수를 찾아내고, 상기 주위의 중휘도 블록의 수 중 최대수

를 찾아내어 그 최대수에 따라 상기 제2 화상의 화상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청구항 6.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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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상처리유닛은, 그룹을 형성하는 고휘도 블록의 수와, 상기 그룹 주위의 중휘도 블록의 수 및 상기 그룹에 관련된 중

휘도 블록의 표준수(reference number)를 찾아내고, 이 수들에 따라 상기 제2 화상의 화상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고휘도 블록을 특정하여(identify) 중휘도 블록과 고휘도 블록에 대하여 고휘도 블록의 바깥둘레

(periphery)를 찾아내며, 상기 찾아진 고휘도 블록들을 고휘도 블록으로 그룹 짓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광 조사수단, 촬상수단, 및 화상처리유닛은, 자동차에 구비되고,

상기 적외광 조사수단은, 상기 자동차의 바깥쪽으로 적외광을 조사하고,

상기 촬상수단은, 상기 자동차의 바깥쪽을 촬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상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CCD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상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2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촬상시스템을 나타낸다. 이 도 22에서는, 촬상수단으로서 CCD(charge-coupled device;101)

를 구비하고, 화상처리유닛으로서 DSP (Digital Signal Processor)(103) 및 CPU(중앙처리유닛;105)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CPU(105)와 DSP(103)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107)를 통하여 접속된다. CPU(105)에는 셔터 스피드 설정스위

치(109)로부터의 신호가 입력되게 되어 있다. 셔터 스피드 설정스위치(109)는, ODD 필드용의 셔터 스피드와 EVEN 필드

용의 셔터 스피드를 각각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기 CPU(105)는 상기 셔터 스피드 설정스위치(109)에 의해 설정된

셔터 스피드를 읽어내고, 주어진 필드에 대하여 읽혀진 셔터 스피드를 인코딩하여, 상기 인코딩된 셔터 스피드를 출력한

다. 상기 DSP(103)는 도 23에 도시된 필드 펄스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필드 펄스신호가 하이(high)인 때는, 상기 멀티플렉

서(107)는 DSP(103)의 셔터 스피드 설정 단자에 EVEN 필드에 대한 셔터 스피드를 제공한다. 상기 필드 펄스신호가 로우

(low)인 때는, 상기 멀티플렉서(107)는 DSP(103)의 셔터 스피드 설정 단자에 ODD 필드에 대한 셔터 스피드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도 22의 촬상시스템은 필드마다 다른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다.

ODD 필드 및 EVEN 필드에 대해서 동일한 셔터 스피드를 채용한 CCD 카메라가 있다. 도 24는 이러한 종류의 CCD카메라

로 찍은 화상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화상은 주변부가 어두운 밝은 광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화상에서, 상기 밝은

광원과 그 주위 경계는 헐레이션(halation)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게 된다.

도 24의 화상 촬상에 사용된 상기 CCD카메라는, 적외선 조사수단으로서 적외선(IR) 램프를 구비한 자동차에 탑재된 것이

다. 자동차의 야간 주행중에 자동차는 IR램프로부터 자동차의 전방으로 적외광을 조사하여, 상기 CCD카메라로 도 24에

나타난 것과 같은 화상을 촬상 할 수 있다. 도 24에 도시된 밝은 광원은 맞은편 접근하는 차의 헤드라이트이고, 그 밝은 광

원의 주변은 헐레이션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되고 있다. 만약, 야간에 밝은 광원이 어두운 주위에 있을 때, 전면 측광시스

템(photometry system)을 채용한 CCD카메라는 어두운 주위에 의하여 지배되며, 따라서 긴 노출시간, 즉 느린 셔터 스피

드를 계산해낸다. 이 셔터 스피드는 상기 밝은 광원에 대해서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헐레이션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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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셔터 스피드는 헐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빨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도 25와 같이, 주위의 어두운 부분이

보다 어두워져 버려, 배경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를 만든다.

도 26의 표지판 등과 같은 반사물이 있는 경우, 상기 표지만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늦어지도록 제어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표지만 주위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필드마다 셔터 스피드를 바꾸는 이중노출제어가 있다. 이는 밝은 화상과 어두운 화상

을 교대로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밝은 화상(예컨대, EVEN 필드)은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어두운 화상(예컨대,

ODD 필드)에서는 밝은 화상에서 헐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밝은 부분을 비출 수 있다.

밝고 어두운 화상을 교대로 출력하여, 선명한 화상으로서 모니터에 표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이중 노광제어는 밝은 화상과 어두운 화상(필드)를 교대로 출력하도록 제어하여 모니터 상에 깜박거림을 초

래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본 특허공개공보 평성 7-97841호에 기재된 도 27에 나타내는 촬상장치가 있다. 이 촬상장치는, 촬상소자(111)를

구비한 카메라부(113)와, 처리부(115)를 구비하고 있다.

도 28은, 상기 도 27의 촬상장치에 의한 화상처리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28에서, 스루 화상(through image)이란,

상기 카메라부(113)의 촬상소자 (111)로부터 직접 출력되는 화상을 말하고, 메모리 화상(memory image)이란 화상 메모

리(117)에 일단 기억되기 직전 필드의 화상을 말한다.

도 28에서, 각 ODD 필드는 빠른 셔터 스피드로 설정되고, 각 EVEN 필드는 느린 셔터 스피드로 설정된다. 각 ODD필드에

서, 스루 화상은 찌부러진 검은색 (crushed black)의 주 피사체를 나타내고, 각 EVEN 필드에서, 스루 화상은 포화된 흰색

(saturated white)의 배경을 나타낸다. 각 메모리 화상은 1필드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찌부러진 검은색 또는 포화된 흰

색이 대응하는 스루 화상과 반대가 되고 있다. 상기 스루 화상과 메모리 화상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에 의하여, 도 28의

최하단에 도시된 적절한 출력 화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스루 화상과 메모리 화상의 합성은, 스루 화상 및 메모리 화상을 부분적으로 추출하여 포개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노광량이 다른 화상을 함께 합성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단순한 이중 노광제어와 같은 깜박거림은 감소시킬 수 있지

만, 합성된 스루 화상 및 메모리 화상의 경계가 부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보다 선명한 화상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촬상시스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1 관점은, 적외광을 조사하기 위한 적외광 조사수단과, 상기 적외광 조사수단

에 의해 조사된 장소를 촬상(撮像)하고 상기 촬상된 화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상수단과, 상기 촬상수단의 신호축적시

간을 주기적으로(periodically) 변화시키고 노광량이 다른 화상을 연속하여 주기적으로 출력하도록 구성된 화상처리유닛

을 포함하는 촬상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주기적으로 출력되는 화상의 제1 화상(first image)으로

부터 중휘도 영역(medium-brightness area)으로 둘러싸인 고휘도 블록(high-brightness block)을 추출하고, 상기 중휘

도 영역의 정도(degree)에 따라서, 촬상되는 제2 화상의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한다.

상기 제1 관점에 따르면, 상기 적외광 조사수단은 적외광을 조사하고, 상기 촬상수단은 적외광 조사수단에 의해 조사된 장

소를 촬상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며,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촬상수단의 신호축적시간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노광량이 다

른 화상을 연속하여 주기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1 관점에 따르면,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주기적으로 출력되는 화상의 제1 화상으로부터 중휘도 영역으로 둘

러싸인 고휘도 블록을 추출하고, 상기 중휘도 영역의 정도에 따라서, 촬상되는 제2 화상의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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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어에 의해, 상기 촬상수단에 예를 들어 맞은 편 차의 헤드라이트로부터의 강한 빛이 들어와도, 상기 제1 관점의

발명은 상기 촬상된 화상에서, 상기 강한 빛에 의한 고휘도 블록 주변의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영역을 제거 또는 억제할

있어서, 상기 강한 빛 부근에 보행자 또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 보행자 또는 장애물의 화상을 명확하게 촬상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관점에 따르면,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제1 화상을 고휘도 블록, 중휘도 블록, 저휘도 블록으로 나누고,

고휘도 블록의 그룹 주위의 중휘도 블록의 수에 따라, 상기 제2 화상의 화상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한다.

따라서, 고휘도 블록의 그룹 주위의 중휘도 블록의 수에 따라, 상기 제2 관점의 발명은 중휘도 블록의 정도를 확실하게 파

악하여 상기 제2 화상의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관점에 따르면,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제1 화상을 복수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의 휘도 평균치를

구하고, 상기 블록들의 휘도 평균치와 두 개의 역치(threshold)에 따라, 상기 블록을 고휘도 블록, 중휘도 블록, 및 저휘도

블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상기 제3 관점의 발명은, 화소(pixel)에 의하여 화상 화소를 처리하는 기술에 비하여 화상처리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관점에 따르면,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제1 화상을 복수의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 내의 화소(pixel)

를 두 개의 역치에 의해 고휘도 화소, 중휘도 화소, 저휘도 화소로 분류하여, 상기 각 블록 내의 고휘도 화소, 중휘도 화소

및 저휘도 화소의 수 중 최대수를 찾아내고, 상기 최대수를 가지는 화소의 휘도 레벨을 그 블록의 휘도 레벨로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블록의 휘도 레벨에 따라, 상기 블록들을 고휘도 블록, 중휘도 블록 및 저휘도 블록으로 분류한다.

상기 제4 관점의 발명은, 화소에 의하여 화상 화소를 처리하는 것에 의하여 정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5 관점에 따르면,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상기 각 고휘도 블록 주위의 중휘도 블록의 수를 찾아내고, 상기 주위

의 중휘도 블록의 수 중 최대수를 찾아내어 그 최대수에 따라 상기 제2 화상의 화상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한다.

상기 제5관점의 발명은, 헐레이션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화상처리를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6 관점에 따르면,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그룹을 형성하는 고휘도 블록의 수와, 상기 그룹 주위의 중휘도 블록

의 수 및 상기 그룹에 관련된 중휘도 블록의 표준수 (reference number)를 찾아내고, 이 수들에 따라 상기 제2 화상의 화

상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한다.

상기 제6 관점의 발명은, 헐레이션을 적절하게 특정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화상처리를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7 관점에 따르면, 상기 화상처리유닛은, 고휘도 블록을 식별하여(identify) 중휘도 블록과 고휘도 블록에 대하

여 고휘도 블록의 바깥둘레 (periphery)를 찾아내며, 상기 찾아진 고휘도 블록들을 고휘도 블록으로 그룹 짓는다.

상기 제7 관점의 발명은, 고휘도 블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출하여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8 관점에 따르면, 상기 적외광 조사수단, 촬상수단, 및 화상처리유닛은, 자동차에 설치된다. 상기 적외광 조사

수단은, 상기 자동차의 바깥쪽으로 적외광을 조사한다. 상기 촬상수단은, 상기 자동차의 바깥쪽을 촬상한다.

따라서, 예컨대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에 의한 헐레이션이 있어도, 상기 제8 관점의 발명은, 헐레이션 주위의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영역을 제거 또는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헐레이션 부근에 보행자 또는 장애물이 있어도, 상기 보행자

또는 장애물의 화상을 명확하게 촬상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촬상시스템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촬상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차

의 개념도, 도 2는 상기 촬상시스템의 블록도, 도 3은 상기 실시형태에 따른 노광 전환제어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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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서, 자동차(1)는 적외선을 조사하기 위한 적외선 조사수단으로서 제공되는 IR램프(3)와, 촬상수단으로서 CCD카메

라(5)와, 화상처리유닛(7)과, 헤드업(head-up) 디스플레이(9)를 구비한다.

상기 IR램프(3)는, 야간 또는 자동차(1)의 주위가 어두울 때에 촬상하기 위하여 자동차(1)의 주행방향의 전방으로 적외광

을 조사한다. 상기 CCD카메라(5)는, 상기 IR램프(3)로부터 발산된 적외광으로 자동차(1)의 전방을 감광요소로 찍고, 그

찍혀진 화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CCD카메라(5) 내의 포토 다이오드(photodiode)가 화상을 전

기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상기 CCD카메라(5)의 신호축적시간을 소정의 주기에서 변화시켜, 노광량이

다른 화상을 연속하여 주기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신호축적시간은, 모든 화소에 대하여 설정된다. 신호축적시간을 소정의 주기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각 화소에 축적된

불필요한 전하를 방출하는 펄스의 회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작은 전자 셔터동작이다. 또한 노광량이 다

른 화상을 연속하여 주기적으로 출력한다는 것은, 상기 전자 셔터동작에 의해서 ODD 필드, EVEN 필드마다 셔터 스피드

를 설정하여, 각각의 셔터 스피드로 읽혀진 각 필드의 화상을 예를 들면 1/60초 간격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한 고속셔터에서는, 어두운 부분은 비치기 어렵지만 밝은 부분은 선명히 비치고, 셔터 스피

드를 늦게 한 저속셔터에서는, 밝은 부분은 포화되어 날아가 버리고 어두운 부분이 선명하게 비치게 된다.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제1 화상으로부터, 바깥둘레에 중휘도를 가지는 고휘도 블록을 추출하여, 상기 중휘도의 정도에

따라서 제2 화상의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한다.

도 2에서, 상기 CCD카메라(5) 및 화상처리유닛(7)은, CCD(5a), AFE(Analog Front End;11), DSP(13), RAM(15), CPU

(17) 등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CCD카메라(5)는, 상기 CCD(5a), AFE(11), DSP(13), 및 CPU(17)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화상처리유닛(7)

은, DSP(13)의 일부, RAM(15), CPU(17)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AFE(11)는, 상기 CCD(5a)의 출력신호를 증폭하여, 그 증폭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DSP(13)는, 디지털 신호처리부이고, 상기 CCD(5a), AFE(11) 작동을 위한 타이밍 신호를 생성하고, 신호변환, 비디

오 신호생성, AFE(11)를 통한 CCD(5a)로부터의 신호의 γ변환, 인핸서처리(enhancement), 디지털신호 증폭처리 등을 행

한다.

상기 RAM(15)은, 메모리이고, 상기 DSP(13)로부터 출력된 EVEN 필드화상의 휘도(=농도) 데이터를 일시 저장한다.

상기 CPU(17)는, 각종 연산을 행하는 동시에, 도 22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구성에 의해서 ODD 필드, EVEN 필드마다의

셔터 스피드를 제어한다. 즉 EVEN 필드에 대해서는, 상기 CPU(17)는 EVEN 필드의 평균 휘도에 따라 최적인 노광 조건

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조건에 따라 상기 AFE(11)에 대한 증폭 제어 및 CCD(5a)에 대한 전자 셔터 동작 제어를 행한다.

도 2의 촬상시스템의 작용을 설명한다.

우선, 상기 CPU(17)는 초기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고 상기 DSP(13)에 ODD 필드측의 셔터 스피드 컨트롤신호 및 EVEN

필드측의 셔터 스피드 컨트롤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DSP(13)에서는, CCD(5a), AFE(11) 작동을 위한 타이밍신호가 생성된다. 이 타이밍신호에 기초하여, CCD(5a)에 의

한 촬상이 행하여지고, 상기 CCD(5a)의 전체 화소의 포토 다이오드는 신호전하를 축적한다. 수직방향으로 EVEN 필드의

중간에 교대로 배치된 ODD 필드측에서는, 수직방향으로 매 홀수번째의 포토 다이오드(화소)의 신호 전하가 설정된 셔터

스피드로 읽혀진다. EVEN 필드측에서는, 수직방향으로 매 짝수번째의 포토 다이오드(화소)의 신호전하가 설정된 셔터 스

피드로 읽혀진다.

상기 CCD(5a)에서 읽혀진 신호 전하는 AFE(11)에서 증폭됨과 동시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DSP(13)로 제공된다.

DSP(13)에서는, 제공된 신호의 신호변환, 비디오 신호생성, γ변환, 인핸서 처리, 디지털신호 증폭처리 등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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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SP(13)로부터 출력된 EVEN 필드 화상의 휘도 데이터는, RAM(15)에 일시 저장된다.

상기 CPU(17)는, EVEN 필드에 대해서, 평균농도로부터 최적인 노광조건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조건에 따라 DSP(13)를

통하여 CCD(5a)에 대한 전자셔터의 제어를 행한다.

상기 CPU(17)는, ODD 필드에 대해서, 도 3의 플로우차트에 도시된 노광 전환제어에 의해 노광조건을 산출한다.

도 3의 노광 전환제어의 스텝 S1에서는, EVEN 필드 블록단위의 휘도 데이터 를 꺼내온다. 더욱 상세하게는, 스텝 S1은 상

기 RAM(15)에 저장된 EVEN 필드의 휘도데이터를 몇 개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 블록의 평균휘도를 산출한다.

스텝 S2에서는, '블록단위 3치화 데이터(three-valued date) 변환'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 스텝은 두 개의 역치

(threshold)를 이용하여 스텝 S1에서 제공된 각 블록의 평균 휘도를 3치화 데이터로 변환한다.

스텝 S3에서는, '고휘도 블록검출'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 스텝에서는, 상기 각 블록의 3치화 데이터를 검사하여 고휘도 블

록의 덩어리(mass)를 검출한다.

스텝 S4에서는, '고휘도 블록그룹화'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 스텝에서는, 인접하는 고휘도 블록이 결합(그룹화)되어 각 그

룹의 크기로서 각 그룹의 블록수가 검출된다.

스텝 S5에서는, '중휘도 블록검출'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 스텝에서는, 상기 고휘도 블록 그룹 주위의 중휘도 블록의 그룹

이 검출된다.

스텝 S6에서는, 상기 고휘도 그룹의 크기와 중휘도 그룹의 크기, 또는 중휘도 그룹의 크기 만으로부터 '헐레이션 레벨계산'

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 스텝에서는, EVEN 필드내에서 최대의 헐레이션 레벨(강도)이 검출된다.

스텝 S7에서는, ODD 필드에 대한 노광목표치를 결정한다. 이 스텝에서는, 상기 EVEN 필드의 헐레이션 레벨에 따라 ODD

필드의 노광량을 산출한다. 이 후에, 다음의 EVEN 필드의 처리로 이행된다.

도 3의 스텝들을 통하여 산출된 노광조건에 따라, CCD(5a)의 전자셔터(1), AFE(11)의 AGC 게인(gain), DSP(13)의 디지

털 게인 등이 제어되어 얻을 수 있는 영상의 밝기를 최적화한다.

한편, 상기 스텝 S2에서의 3치화 데이터 산출은 블록의 평균 휘도 대신에, 소정 블록내에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소

의 속성(屬性)에 기초할 수도 있다.

도 1의 CCD카메라(5)가 예를 들면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강한 빛을 받았을 때, 상술한 제어는 헤드라이트 주변

의 어두운 부분의 영상의 밝기를 떨어뜨리는 일 없이 강한 빛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자동차용으로서 사용되는 촬상시스템의 CCD카메라는, 영상방식으로서 인터레이스 방식(interlace method)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기 인터레이스 방식은 EVEN 필드와 ODD 필드의 2개의 필드로 이루어지고, 2개의 필드가 시간적으

로 교대로 출력되는 것에 의해서, 보는 사람의 눈에 일정한 해상도를 가진 영상으로서 비친다.

상기 통상의 CCD카메라는, EVEN 필드 또는 ODD 필드의 평균 휘도로부터 노광조건을 계산한다. 상기 노광조건은, CCD

의 전자 셔터 스피드, AFE에서의 증폭율(amplication factor;AGC 게인), 및 DSP의 디지털 증폭율을 결정하는 것에 의하

여 최적인 밝기의 영상을 모니터 상에 출력할 수 있다.

일반적인 CCD카메라는, 상기 계산된 노광조건이 EVEN 필드/ODD 필드의 어느 것에도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양 필드는

동일한 정도의 밝기를 가진 영상이 출력되게 된다. 야간에 접근하는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이 강한 광원이 있을 때,

상기 통상의 기술에서는 전체 휘도 평균치에 따라 노광조건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통상의 기술에서는 강한 광원과

그 주변이 하얗게 포화된 영상으로서 출력되는 것이 많다(이른바 헐레이션).

헐레이션의 예는 도 4에 나타나 있다. 상기 도면에서, 강한 광원과 그 주위가 하얗게 포화되고, 그 포화된 부분이 방사적으

로 산란되고 있다. 도 5는 도 4의 강한 광원을 가로지르는 라인을 따른 휘도 레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5에서, 상기

강한 광원과 그 주위는 최대 휘도로 포화되고, 그 휘도는 상기 강한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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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행자가 상기 포화 영역에 존재한다면, 상기 CCD카메라가 보행자의 영상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기 강한

광원의 중심은 하얗게 포화된다 할지라도, 그 주위 또는 상기 헤드라이트의 사이는 상기 보행자의 영상을 촬상 할 수 있도

록 포화되지 않아야 한다.

도 6은 반사물이 촬상된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6에서 반사물은 헤드라이트로부터의 빛을 반사하는 광고판, 도로

표지, 간판 등이다. 도 7은 도 6의 반사물을 가로지는 선을 따른 휘도 레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에서, 상기 반사물

은 하얗게 포화되어 있다. 그러나, 반사물 주위는 헐레이션이 없다. 즉, 도 7의 휘도 곡선은 반사물의 피크로부터 급격하게

저하한다. 상기 반사물의 근처에 보행자가 있다면, 그 보행자를 명확하게 영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헐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 즉, EVEN 필드의 노광량보다 ODD 필드의 노광량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야간에

피사체의 광량이 작은 것을 생각하면, ODD 필드도 EVEN 필드와 같이, 충분히 노광량을 확보하는 것이, 보행자와 같은 목

적물을 쉽게 인식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 EVEN 필드는, 상기 도 3의 플로우차트에 따라 처리되어 헐레이션을 검출하고 본 발명의 기술적사상

에 따라 최적노광조건을 검출하여 야간의 어두운 목적물을 더 밝게 출력하도록 한다. 각 ODD 필드에 대해서는, 이전의

EVEN 필드에서 얻어진 휘도 데이터를 기초로 노광차를 설정하여, 강한 빛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 영상을 나타내도록 한

다.

이러한 다른 특징을 가진 ODD 필드와 EVEN 필드의 화상을 합성하는 것에 의해, 본 발명은 야간에 강한 빛을 받아도, 헐

레이션을 일으키는 일 없이, 또한 강한 빛의 주변부를 밝게 유지하여 각 목적물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화상을 출력할 수 있

다.

여기서, EVEN 필드의 휘도 데이터로부터 헐레이션 레벨을 검출하고, 그 헐레이션 레벨에 따라 노광조건을 산출하여, 그

산출결과를 출력할 때까지의 일련의 처리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EVEN 필드의 블록분류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 과정은 도 3의 스텝 S1에서 실행된다. 상기 EVEN 필드의 휘도 데이터는

상기 DSP(13)로부터 꺼내어져 RAM(15)에 저장된다. 상기 휘도 데이터는, 예컨대 512도트×240라인으로 구성된다. 이

데이터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블록이 8도트×4라인을 가지는 예컨대 64×60블록으로 분할된다.

이후, 각 블록의 휘도 데이터의 평균치가 산출된다. 즉, 각 블록의 모든 화소(8×4화소)의 화소치의 평균이 산출된다. 이 산

출은 도 3의 스텝 S1에서 실행된다.

이후, 각 블록의 휘도 평균치는 두 개의 역치를 사용하여 3치화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 변환은 상기 도 3의 스텝 S2에서 실

행된다. 각 휘도치는 예를 들면, 8비트로 표현된다. 이 경우, 최저 휘도가 0, 최고 휘도가 255이다. 예컨대, 흰색 역치를

220(이상), 검은색 역치를 150(이하)으로 하고, 그 중간을 회색으로서 설정한다. 각 블록은 그 평균 휘도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된다:

· 평균 휘도≥흰색 역치일 때, 흰색; 또는

· 흰색 역치>평균 휘도≥검은색 역치일 때, 회색; 또는

· 평균 휘도<검은색 역치일 때, 검은색.

두 개의 역치를 사용하여 각 블록의 휘도 평균치를 3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대신에, 동일한 역치를 사용하여 각 블록의 각

화소를 3치 데이터로 변환하여, 흰색(고휘도) 화소, 회색(중휘도) 화소, 검은색(저휘도) 화소의 수들을 계산하고, 최대수의

화소의 색깔을 그 블록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도 9는 3치화 데이터가 제공된 화소에 기초한 분류를 나타낸 일례이다. 소정 블록 내의 각 화소는 회색 화소의 수에 따라

흰색, 회색 및 검은색으로 분류된다. 상기 블록의 회색화소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그 블록은 회색으로 분류된다. 회색

화소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분류된다. 도 10에서는, 32 (8×4) 화소를 가지는 블록의 일례를

나타낸다. 이 블록의 회색 회소의 비율은 50% 이상이므로, 상기 블록은 회색으로 분류된다.

필드를 블록으로 나누는 대신에, 각 화소는 헐레이션 검출 및 노광량 계산을 위하여 연구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5553

- 8 -



각 블록을 3치화 데이터로 변환한 후에, 그룹처리가 도 3의 스탭 S4에서 행해진다. 그룹처리는, 흰색(고휘도) 블록의 덩어

리(mass)를 검출한다.

도 8에서, 상기 블록은 제1 블록(0,0)으로부터 최종 블록(63,59)까지 검사하여 첫번째 라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흰색 블

록을 찾는다. 각 라인에서, 상기 검사는 도 8의 왼쪽 블록으로부터 오른쪽 블록을 향하여 수행된다.

하나의 흰색 블록이 찾아지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발견된 흰색 블록의 주위 8블록에 대해서 흰색 블록이 있는지

체크된다. 도 11에서, 상기 체크는 왼쪽 블록 "1"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더 낮은 왼쪽 블록 "8"을 향하여 수행된다. 발견된 흰

색 블록들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흰색 블록의 그룹을 형성한다.

도 12는 그 둘레가 조사(照射)된 강한 광원을 포함하는 출력 화상도이고, 도 13은 상술한 스텝 S1~S4를 통하여 처리된 화

상을 나타낸 것이다. 도 12의 강한 광원은 헤드라이트로부터 나온 것이다. 도 13에서, 도 12의 강한 광원은 연속적인 회색

블록으로 둘러싸여 있다. 회색 블록 경계 내부에는, 단지 흰색 블록들만 있으며, 이것이 1개의 그룹을 형성한다.

이후, 상기 도 3의 스텝 S5에서 헐레이션이 검출된다. 헐레이션은 강한 빛 때문에 포화된 중심부를 포함하며, 그 주위는 점

차 어두어진다. 상기 헐레이션의 중심은 흰색 블록의 그룹이고, 그 주위는 회색 블록이 형성된다.

헐레이션을 탐지하기 위하여, 흰색 블록의 일 그룹 주위의 회색 블록이 탐지되고, 상기 회색 블록의 수를 센다.

도 14는 주위에 회색 블록들을 구비한 한 그룹의 횐색 블록을 가지는 헐레이션의 이상적인 또는 전형적인 예를 나타낸다.

도 14(a)의 헐레이션의 예에서, 하나의 흰색 블록 그룹은 하나의 흰색 블록과 주위의 8개의 회색 블록으로 구성된다. 도 14

(b)의 헐레이션의 예에서, 하나의 흰색 블록 그룹은 두 개의 흰색 블록과 주위의 10개의 회색 블록으로 구성된다. 도 14(c)

의 헐레이션의 예에서, 하나의 흰색 블록 그룹은 세 개의 흰색 블록과 주위의 12개의 회색 블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회색

블록수는, 후술하는 제2 계산방법에 따라 헐레이션 레벨을 계산할 때의 표준 블록수수(reference block number)로서 제

공된다.

헐레이션 레벨은, 상기 도 3의 스텝 S6에서 흰색 블록의 그룹과 그 주변의 회색 블록을 기초로 계산된다.

헐레이션 레벨을 계산하는 첫번째 방법은, 흰색 블록 그룹 중에서, 하나의 흰색 블록 그룹 주위의 최대 회색 블록 수를 찾

아내고, 그 최대수를 헐레이션 레벨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헐레이션 레벨을 계산하는 두번째 방법은, 소정의 흰색 블록 그룹의 크기와 그 그룹의 헐레이션 확률을 조사(examine)하

는 방법이다.

상기 첫번째 방법을 설명한다.

첫번째 방법은 각 흰색 블록 그룹(광원 표본) 주위의 회색블록의 수를 센다. 세어진 회색ㅂ 블록의 수 중에서, 최대의 수가

헐레이션 레벨로서 선택된다.

헐레이션 레벨 = 1 화상에서 흰색 블록 그룹 주위의 회색 블록의 최대수

도 15는, 하나의 흰색 블록을 가지는 흰색 블록 그룹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예에서, 상기 흰색 블록 그룹 주위의 회색

블록의 수는 7이고, 따라서 헐레이션 레벨은 7이다.

도 16은 반사물과 헐레이션을 가지는 광원을 포함하는 최초 화상을 나타낸것이다. 도 17은, 도 16의 화상으로부터 만들어

진 3치화 데이터로 블록을 구성한 처리화상을 나타낸 것이다. 도 17의 화상은 많은 흰색블록과 흰색블록 그룹을 포함한다.

긱 흰색블록들과 흰색 블록 그룹들은 주위의 회색블록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되며, 회색블록의 최대수가 헐레이션

레벨로서 선택된다.

첫번째 방법에 따르면, 도 17의 화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상기 화상 위쪽 중앙부의 큰 간판 주변의 회색 블록수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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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화상의 왼쪽 부분의 작은 간판 주변의 회색 블록수 0개

· 상기 화상 중앙의 전방 자동차 미등(taillight) 주변의 회색 블록수 2개

· 상기 화상의 위쪽 오른쪽의 가로등 주변의 회색 블록수 4개

· 상기 화상의 아래 오른쪽의 맞은편 차 헤드라이트 주변의 회색 블록수 32개

결과적으로, 32가 도 17의 화상의 회색 블록의 최대수이고, 따라서 그 값이 헐레이션 레벨로 선택된다.

그 크기와 흰색 블록 그룹의 확률에 따라 헐레이션 레벨을 계산하는 두번째 방법을 설명한다.

소정의 흰색 블록 그룹 주위의 회색 블록의 수가 실제로 세어진다. 흰색 블록 그룹 내 흰색 블록의 수가 세어지고, 이 숫자

에 따라, 회색 블록의 표준수(도 14)가 계산된다. 상기 실제로 계산된 회색 블록수와, 회색 블록의 표준수에 따라, 상기 흰

색 블록 그룹의 헐레이션 레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헐레이션 확률(%)

= ( 회색 블록의 실제 수/회색 블록의 표준 블록수) × 100

상기 헐레이션 확률에, 흰색 블록 그룹의 흰색 블록의 수를 곱한 수치를 그 흰색 블록 그룹의 헐레이션 레벨로 제공한다.

상기 도 17의 화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큰 간판의 헐레이션 레벨 (0/26)×100×21=0

· 작은 간판의 헐레이션 레벨 (0/26)×100×7=0

· 상기 미등의 헐레이션 레벨 (2/8)×100×1=25

· 가로등의 헐레이션 레벨 (4/18)×100×8=178

· 헤드라이트의 헐레이션 레벨 (32/37)×100×43=3718

상기 헐레이션 레벨 중 최대치는 도 17의 화상의 헐레이션 레벨로서 선택된다.

즉,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 주변의 3718의 헐레이션 레벨이 도 17의 화상의 헐레이션 레벨로서 선택된다.

이후, ODD 필드에 대한 노광조건이 도 3의 스텝 S7에서 결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정된 EVEN 필드의 헐레이션 레벨에 따라서, 상기 EVEN 필드와 ODD 필드 사이의 노광차가 예컨대

도 18에 도시된 표로 구해진다. 상기 노광차에 따라서, ODD필드에 대한 노광조건이 헐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다.

상기 첫번째 방법에 따라 얻어진 헐레이션 레벨이 도 18의 STEP 0(0∼5)의 범위일 때 상기 노광차는 0dB이고, 상기 헐레

이션 레벨이 STEP 6(31∼35)의 범위일 때 상기 노광차는 -12dB이 된다. 상기 두번째 방법에 따라 얻어진 헐레이션 레벨

이 STEP 0(0∼500)의 범위일 때 상기 노광차는 0dB이고, 상기 헐레이션 레벨이 STEP 6(3001∼3500)의 범위일 때 상

기 노광차는 -12dB가 된다.

상기 헐레이션 레벨이 STEP 0의 범위이면, EVEN 필드와 ODD 필드의 노광차는 없지만, 헐레이션 레벨이 STEP 6의 범

위이면 ODD 필드의 노광량이 EVEN 필드의 노광량보다 12dB 정도 작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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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소정의 EVEN 필드의 헐레이션 레벨이 STEP O ~ STEP 10 중 하나로 분류되고, 대응하는 ODD 필드의 노

광량은 도 18의 최우측 칼럼에 대응되게 표시된 노광차와 같이 감소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헐레이션의 레벨에 따른 이중 노광제어를 수행하여, 야간과 같이 어두운 환경하에 접근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이 강한 광원이 있어도, 헐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어두운 부분을 보다 밝고, 과도하게 밝은부

분을 보다 어둡게 하여 보여지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는, 화상 사이의 휘도 변화에 기인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위화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강한 빛을 받았을 때는, 그에 따른 이중 노광제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빛이 약해져 갈 때에는,

ODD 필드를 서서히 더 밝게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1)(도 1)가 모퉁이를 돌아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의 강한 빛과 마주쳤을 때, 상기 헐레이션 레벨에 따

른 이중 노광제어를 즉시 행하게 한다. 이 경우, 맞은편 차가 지나가면, 상기 헐레이션 레벨은 STEP 0의 범위로 떨어진다.

상기 이중 노출제어가 즉시 STEP 0의 노출범위를 따르도록 하면, 자동차(1)의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화상의 헐레이션 레

벨이 급격하게 변하여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CCD카메라(5)(도 1)에 입사하는 빛이 약해져 갈 때에는, 서서히 ODD 필드측의 영상을 밝게 하여 위

화감을 최소화, 제거 또는 억제하도록 하였다.

어떤 일례를 설명한다. 자동차(1)(도 1)가 코너를 돌았을 때, 맞은편 차가 존재하여 갑자기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헐레이

션 강도가 도 18의 STEP 6의 범위가 된다. 상기 헐레이션 레벨이 EVEN 필드의 적어도 2프레임 동안 계속되었을 때,

STEP 6의 헐레이션 레벨에 대하여 설정된 노광차(-12dB)에 따라 ODD 필드측의 노광량을 즉시 제어한다. 맞은편 차가

지나가면 상기 헐레이션은 약해진다. STEP 6을 밑도는 헐레이션 레벨이 EVEN 필드의 적어도 3 프레임 동안 계속되었을

때, 상기 ODD 필드에 대한 노광량은 STEP 5의 헐레이션 범위에 대하여 설정된 노광차(-10dB)에 따라 제어된다. 이후,

STEP 5를 밑도는 헐레이션 레벨이 EVEN 필드의 적어도 3 프레임 동안 계속되었을 때, 상기 ODD 필드에 대한 노광량은

STEP 4의 헐레이션 범위에 대하여 설정된 노광차(-8dB)에 따라 제어된다. 이와 같이, ODD 필드에 대한 노광량을 STEP

0의 헐레이션 범위까지 서서히 변화시켜 ODD 필드측의 영상을 서서히 밝게 한다. 따라서, 자동차(1)의 운전자는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촬상시스템은, 직접광과 반사광에 따른 노광을 바꾸도록 제어할 수 있다. 자동

차(1)가 헤드라이트 등의 강한 빛을 직접 받았을 경우에도, 상기 촬상시스템은 중심부의 흰색 포화영역과 완만하게 어두어

져 가는 주위를 포함하는 강한 빛의 헐레이션을 제거 또는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헐레이션 주위에 보행자 또는 장

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본 발명에 따른 촬상시스템은 그 보행자 또는 장애물을 도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동차(1)(도 1)의 헤드라이트가 예컨대, 간판을 비추었을 때, 상기 간판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광은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동차(1)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반사물(간판) 자체는 하얗게 포화된 영상이 되지만, 그 주변에는 거의 헐레

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상기 반사물의 휘도 곡선은 피크의 각 에지로부터 급격하게 저하한다(도 7) 따라서, 상기 반

사물의 근방의 보행자 또는 장애물을 명확하게 영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EVEN 필드와 ODD 필드 사이의 노광

량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야간에 피사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ODD 필드와 EVEN 필드에 대해서, 충분한 노

광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상, 본 발명 실시형태의 촬상시스템에 의하면, 맞은편 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강한 강원에 의하여 야기되는 헐레이션을

감소할 수 있고, 헐레이션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장애물과 보행자를 명확하게 비출 수 있다. 광고판, 간판, 도로 표지 등으로

부터의 반사에 대하여, 상기 실시형태는 충분한 노광을 유지하여 밝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상기 EVEN 필드의 화상을 고휘도 흰색 블록, 중휘도 회색 블록, 저휘도 검은

색 블록으로 나누고, 상기 EVEN 필드의 흰색 블록의 그룹 주위의 회색 블록의 수에 따라 ODD 필드의 노광량을 제어한다.

EVEN 필드의 흰색 블록 그룹 주위 회색 블록의 수에 기초하여, 상기 실시형태는 흰색 블록 그룹의 헐레이션 레벨을 쉽게

산정할 수 있고, 상기 헐레이션 레벨에 따라, 주기적으로 출력되는 ODD 필드의 노광량을 적절하게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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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상처리유닛(7)는, 상기 화상의 EVEN 필드를 복수의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의 휘도 평균치를 산출하고, 두 개의

휘도 역치를 사용하여 상기 블록들을 흰색, 회색, 검은색 블록으로 분류한다.

이 기술은 각 화소당 휘도를 조사(examine)하여 EVEN 필드를 블록으로 나누는 것보다 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EVEN 필드를 복수의 블록으로 나누고, 두 개의 역치를 사용하여 각 블록의 화소들을 흰색, 회색,

검은색 화소로 분류하며, 흰색, 회색, 검은색 화소의 수 중 최대수를 선택하여 그 블록의 색으로 한다.

이 기술은 화소단위로 화소를 처리하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EVEN 필드의 흰색 블록 그룹의 주위의 회색 블록의 수의 최대수에 따라 ODD 필드의 화상 신호

축적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헐레이션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 헐레이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흰색 블록 그룹 내의 흰색 블록의 수와, 사익 흰색 블록 그룹 주위의 회색 블록의 수 및 EVEN 필

드의 흰색 블록 그룹에 상응하는 회색 블록의 표준 블록수에 따라 각 ODD 필드의 화상 신호축적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헐레이션 강도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 헐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상기 화상의 EVEN 필드 내의 흰색 블록을 특정하고, 그 후 상기 흰색 블록 주위의 회색 블록을

찾아낸다. 다른 흰색 블록이 발견되는 경우, 상기 화상처리유닛(7)은 이를 선행하는 흰색 블록과 합친다.

따라서, 흰색 블록의 그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출하여 흰색 블록 그룹에 관련된 헐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촬상시스템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상기 IR램프(3), CCD카메라(5), 및 화상처리유닛(7)을 포함한다.

상기 IR램프(3)는, 상기 자동차의 전방에 적외광을 조사하고, 상기 CCD카메라(5)는 상기 자동차의 전방을 촬상할 수 있

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촬상시스템은, 고휘도가 점차 저휘도로 변하는 헤드라이트 주위의 영역을 제거 또는 억제함으로써, 맞

은편 차의 헤드라이트와 같은 강한 광원에 의해 야기되는 헐레이션을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헐레이션 부근에 보행

자 또는 장애물이 있어도, 상기 촬상시스템은 이의 화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VEN 필드와 ODD 필드 사이의 관계는 반대로 설정될 수 있다. 즉, ODD 필드의 헐레이션 강도를 구하여, 그 헐레이션 강

도에 따라서, ODD 필드와 EVEN 필드 사이의 노광차를 구하여, EVEN 필드에서의 노광을 억제하는 구성으로 할 수도 있

다.

상기 DSP(13)는 상기 ODD 필드 및 EVEN 필드의 전하를 각 화소당 또는 화소의 그룹별로 읽을 수 있다.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출력화상을 헤드업 디스플레이(9) 상에 표시한다. 그 대신에, 상기 화상을 차 실내 등에 구비된 모니

터상에 표시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IR램프(3)로 자동차의 주행방향 전방을 조사하도록 했지

만, 그 대신 후방 혹은 측방 등을 조사하여, CCD카메라(5)로 자동차의 후방 혹은 측방 등을 촬상하는 구성으로 할 수도 있

다.

상기 실시형태의 촬상시스템은, 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이륜차, 선박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촬상시스템은 교통수단

으로부터 독립한(stand-alone) 촬상시스템으로서 구성할 수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촬상시스템은, 자동차의 야간주행중에, 자동차 전방에 적외광을 조사하고, 차량에

설치된 CCD카메라 등으로 차량의 전방를 촬상하여, 그 차량의 전방의 상태를 화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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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촬상시스템이 설치된 자동차의 개념도이다.

도 2는, 상기 촬상시스템의 카메라와 화상처리유닛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노광 전환제어를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도 4는, 단순한 제어에 따라 촬상된 화상 내의 광원을 도시한 화상도이다.

도 5는, 도 4의 광원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따른 휘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은, 단순한 제어에 따라 촬상된 반사물을 도시한 화상도이다.

도 7은, 도 6의 반사물을 가로지는 수평선에 따른 휘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EVEN 필드의 휘도 데이터를 몇 개의 블록으로 분할한 모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회색의 비율에 의한 블록 색분류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블록 색분류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블록내 검색순서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12는, 그 바깥둘레가 검색된 밝은 광원을 포함하는 출력 화상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밝은 광원의 바깥둘레가 3색으로 표시된 도12의 화상을 검사한 결과

를 나타내는 화상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표준 블록수와 흰색 블록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도 14(a)는 흰색 블록

수 1개, 도 14(b)는 흰색 블록수 2개, 도14(c)는 흰색 블록수 3개를 포함한 개념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헐레이션 검출 블록수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16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물과 광원 사이를 나타낸 출력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도 16의 화상에 관하여 수행된 색분류의 결과를 나타내는 처리 화상도이

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EVEN 필드와 ODD 필드 사이의 노광차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도 19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헐레이션 강도의 상태 천이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목적물이 헐레이션 내에서 보이는 예의 처리 화상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관한 것으로, 반사물에 관계없이 주변이 보이는 예를 나타내는 처리 화상도이다.

도 22는, 종래예에 따른 촬상시스템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3은, 종래예에 관한 것으로, 필드 펄스의 출력도이다.

도 24는, 종래예에 관한 것으로, 헐레이션에 의해서 광원과 그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는 예를 나타내는 출력 화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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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종래예에 관한 것으로, 헐레이션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들을 포함한 출력 화상도이다.

도 26은, 종래예에 관한 것으로, 반사물과 그 주위가 보이지 않게 되는 예를 나타내는 출력 화상도이다.

도 27도는, 다른 종래예에 관한 촬상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8은, 도 27에 따른 종래예에 의하여 제공된 화상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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