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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촬상소자 구동제어와 메모리 읽기제어를 이용한 손떨림 보정방법 및 이를 적용한 촬영장치가 제공된다. 본 촬영장치는, 유

효화소영역 및 예비화소영역으로 이루어진 광학면에 맺힌 피사체의 광학상을 촬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촬상소자, 유

효화소영역보다 큰 화소영역 내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촬상소자를 구동시키는 촬상소자 구동부, 영상신호가 필

드단위로 저장되는 메모리 및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 보정된 영역을 산출하는 손떨림 보정부를 포

함한다. 이에 의하면, 메모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영상의 크기는 촬상소자의 전체화소영역(유효화소영역 + 예비화소영역)

의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털 줌처리가 필요없어 재생/기록되는 영상의 화질열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각속도센서,

프리즘, 고화소 촬상소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장치의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손떨림 보정, 촬상소자, 유효화소영역, 예비화소영역, 메모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촬상소자 구동제어와 메모리 읽기제어를 통해 손떨림을 보정하는 촬영장치의 블럭도,

도 2a는 CCD의 광학면을 도시한 도면,

도 2b는 CCD의 유효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CCD구동펄스의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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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c는 CCD의 전체화소영역(유효화소영역과 예비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CCD구동펄스의 타이

밍도,

도 3a는 CCD의 전체화소영역에서 생성된 영상신호가 메모리에 저장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3b는 메모리에서 읽어낼 '손떨림 보정된 영역'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촬상소자 구동제어와 메모리 읽기제어를 이용한 손떨림 보정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20 : CCD 125 : CCD 구동부

130 : 신호처리부 140 : 손떨림 보정부

150 : 메모리 제어부 155 : 메모리

160 : 디스플레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손떨림 보정방법 및 이를 적용한 촬영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촬영자의 손떨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질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손떨림을 검출하고 검출된 손떨림을 보정하는 손떨림 보정방법 및 이를 적용한 촬영장치에 관

한 것이다.

촬영장치를 직접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장치를 들고 있는 손의 떨림으로 인하여 촬영장치의 떨림이 발생하

는데, 이는 촬영되는 영상의 떨림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촬영장치에는 손떨림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정해주어 흔들림 없는 깨끗한 영상이 촬영되도록 해주는 기능이 구

비되어 있는데, 이를 손떨림 보정(Auto Stabilization : AS)기능이라 한다. 손떨림 보정은 손떨림을 검출하는 과정과 검출

된 손떨림을 보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이용되는 손떨림 보정방법은 DIS방법, EIS방법, 및 OIS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DIS(Digital Image Stabiliztion)방법은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을 검출/보정하는 방법이다. DIS방법

에서는, 촬상소자에서 생성되어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움직임벡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움직임벡터를 이용

하여 메모리의 읽기 타이밍을 변경함으로서 손떨림을 보정하게 된다.

DIS방법에 의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손떨림을 보정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된 읽기 타이밍에 의해 메모리로부

터 읽어낼 수 있는 영상의 크기는 유효화소영역의 크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읽어낸 영상을 디지털 줌(Digital Zoom)으로

확대하여 재생/기록하여야 한다. 디지털 줌의 결과, 재생/기록되는 영상의 화질열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IS(Electrical Image Stabiliztion)방법은 각속도센서와 '고화소 촬상소자'를 이용하여 손떨림을 검출/보정하는 방법이다.

EIS방법에서는, 수평/수직 각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손떨림량과 손떨림방향을 검출한다. 그리고, 검출된 손떨림량과 손떨림

방향을 이용하여 '고화소 촬상소자'의 출력 타이밍을 변경함으로서 손떨림을 보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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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방법의 경우, 변경된 출력 타이밍에 의해 고화소 촬상소자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 의해 구성되는 영상은 원영상과

같은 크기이다. EIS방법에 사용되는 고화소 촬상소자는 전체화소수가 유효화소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EIS방법에 의하면, 재생/기록되는 영상의 화질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EIS방법을 위해서는, 각속도센서가 더 필

요하고 촬상소자도 고화소여야 하는바, 이는 제조단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OIS(Optical Image Stabilization)방법은 각속도센서와 프리즘을 이용하여 손떨림을 검출/보정하는 방법이다. OIS방법에

서는, 수평/수직 각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손떨림량과 손떨림방향을 검출함은 EIS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OIS방법 손떨림

을 보정함에 있어, 촬상소자로 입사되는 광로를 변경할 수 있는 프리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EIS방법과 다르다.

OIS방법의 경우, 재생/기록되는 영상의 화질열화가 발생하지 않고, 고화소의 촬상소자를 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OIS방법을 위해서는 각속도센서와 프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촬영장치의 부피가 커지고 제조단가가 상승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프리즘 제어의 어려움도 OIS방법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촬영장치의 제조단가를 상승시키는

각속도센서, 프리즘, 고화소 촬상소자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촬상되는 영상의 화질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떨림 보정방

법 및 이를 적용한 촬영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촬영장치는,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유효화소영역의 외부에 소정 크기로 마련

되는 예비화소영역으로 이루어진 광학면에 맺힌 피사체의 광학상을 촬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촬상소자; 상기 유효화

소영역보다 큰 화소영역 내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를 구동시키는 촬상소자 구동부; 상기 촬상소

자에서 출력된 상기 영상신호에 대해 소정의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신호처리부; 신호처리된 상기 영상신호가 필드단위로

저장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 보정된 영역을 산출하는 손떨림 보정부;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촬영장치는, 상기 손떨림 보정부에서 산출된 상기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해당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메모리로부

터 읽어내는 메모리 제어부; 및 상기 메모리 제어부가 읽어낸 상기 영상신호가 재생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촬상소자 구동부는, 상기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예비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

를 구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촬상소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및 MOS(Metal Oxide Semiconductor)형 촬상소자 중 어느 하

나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촬상소자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감시용 카메라, 모바일폰장착용 카메라 중 어느 하나

에 사용가능한 촬상소자일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유효화소영역의 외부에 소정 크기로 마련되는 예비화소영역으로 이루어진 광

학면에 맺힌 피사체의 광학상을 촬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촬상소자를 구비하는 촬영장치의 손떨림 보정방법은, a)

상기 유효화소영역보다 큰 화소영역 내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 b) 상기 촬상

소자에서 출력된 상기 영상신호에 대해 소정의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c) 신호처리된 상기 영상신호를 필드단위로 저

장하는 단계; 및 d)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 보정된 영역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손떨림 보정방법은, 산출된 상기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해당되는 영상신호를 읽어내는 단계; 및 읽어낸 상기 영

상신호가 재생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a) 단계는, 상기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예비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를 구동시

킬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촬상소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및 MOS(Metal Oxide Semiconductor)형 촬상소자 중 어느 하

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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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촬영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감시용 카메라, 모바일폰장착용 카메라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촬상소자 구동제어와 메모리 읽기제어를 통해 손떨림을 보정하는 촬영장치의 블럭도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촬영장치는 렌즈부(110), CCD(120), CCD 구동부(125), 신호처리부(130), 손떨림 보정부

(140), 메모리 제어부(150), 메모리(155), 및 디스플레이부(160)를 구비한다.

렌즈부(110)는 피사체의 광학상이 CCD(120)의 광학면에 맺히도록 한다.

CCD(Charge Coupled Device)(120)는 광학면에 맺힌 피사체의 광학상을 촬상하여, 그에 대응되는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촬상소자이다. CCD(120) 외에 MOS(Metal Oxide Semiconductor)형 촬상소자로 본 촬영장치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

다.

CCD 구동부(125)는 CCD(120)에서 생성된 영상신호가 신호처리부(130)로 출력되도록 CCD(120)를 구동시킨다. 구체적

으로, CCD 구동부(125)는 CCD구동클럭을 CCD(120)에 인가함으로서, CCD(120)에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한다.

CCD 구동부(125)가 인가하는 CCD구동클럭에 따라, 영상신호가 출력되는 CCD(120) 광학면상의 화소영역 및 그 영역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CCD(120)의 구동제어에 대해 도 2a 내지 도 2c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a는 CCD(120)의 광학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CCD(120)의 광학면은 유효화소영역(A)과 유효화소영역의 외부에 소정 크기로 마련

되는 예비화소영역(B)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에는, CCD 구동부(125)가 유효화소영역(A)에 생성된 영상신호만이 출력되도록 CCD(120)를 구동하였다. 이때, CCD

구동부(125)가 CCD(120)로 인가하는 CCD구동클럭의 타이밍도를 도 2b에 도시하였다. 도 2b에는 CCD 구동부(125)가

CCD(120)로 인가하는 CCD구동클럭으로서 필드클럭(FLD), 수직동기/수직블랭킹클럭(VD/VBLK), 수평동기클럭(HD),

수직전송클럭(XV1∼XV4)의 타이밍을 도시하였고, 맨 아래부분에 CCD출력의 타이밍을 도시하였다.

도 2b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B1'구간과 'B2'구간에서는 CCD 구동부(125)가 수직전송클럭(XV1∼XV4)을 CCD(120)로

인가하지 않기 때문에, CCD출력이 없다. 즉, 'B1'구간과 'B2'구간에서는 CCD(120)에서 영상신호가 출력되지 않고, 'A1'

구간과 'A2'구간에서만 CCD(120)에서 영상신호가 출력된다. 이에 따라, CCD(120)의 유효화소영역(A)에 생성된 영상신

호만이 DSP(130)로 출력되며, CCD(120)의 예비화소영역(B)에 생성된 영상신호는 출력되지 않는다. 즉, 종래에는

CCD(120)의 예비화소영역(B)에서 생성되는 영상신호는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CCD 구동부(125)가 유효화소영역(A) 뿐만 아니라 예비화소영역(B)에 생성된 영상신호도 출력되

도록 CCD(120)를 구동할 수 있다. 이때, CCD 구동부(125)가 CCD(120)로 인가하는 CCD구동클럭의 타이밍도를 도 2c에

도시하였다.

도 2c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A1'구간과 'A2'구간 뿐만 아니라, 'B1'구간과 'B2'구간에서도 CCD 구동부(125)가 수직전송

클럭(XV1∼XV4)을 CCD(120)로 인가하기 때문에, 'B1'구간과 'B2'구간에서도 CCD(120)에서 영상신호가 출력된다. 이

에 따라, CCD(120)의 유효화소영역(A)과 예비화소영역(B)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DSP(130)로 출력된다. 그 결과,

CCD(120)의 예비화소영역(B)에서 생성된 영상신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CD(120)의 예비화소영역(B)에서 생성된 영

상신호는 손떨림 보정에 이용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신호처리부(130)는 CCD(12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 대해 소정의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신호

처리부(130)는 CDS/AGC/ADC(132)와 DSP(134)를 구비한다.

CDS/AGC/ADC(132)는 CCD(12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 대해, 상관이중 샘플링회로(Correlated Double Sampling

Circuit)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자동이득제어회로(Auto Gain Controlling Circuit)를 이용하여 신호의 레벨이 일

정하게 유지되도록 이득을 조정하고, ADC(Analog to Digital Conveter)를 이용하여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한다.

DSP(Digital Signal Processor)(134)는 CDS/AGC/ADC(132)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 대해 AWB(Auto White

Balance)와 같은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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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제어부(150)는 DSP(134)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메모리(155)에 필드단위로 저장한다. CCD(120)에서 출력된

영상신호가 유효화소영역(A)과 예비화소영역(B)에 생성된 영상신호이기 때문에, 메모리(155)에 저장되는 영상은

CCD(120)의 전체화소영역(유효화소영역(A) + 예비화소영역(B))에서 촬상된 영상이며, 이를 도 3a에 도시하였다. 도 3a

는 CCD(120)의 전체화소영역에서 생성된 영상신호가 메모리(155)에 저장된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후에, 메모리 제어부(150)는 메모리(155)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필드단위로 읽어내어 손떨림 보정부(140)로 인가한다.

손떨림 보정부(140)는 메모리 제어부(150)로부터 인가받은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을 검출한다. 구체적으로, 손떨림

보정부(140)는 인가받은 영상신호에 대해 필드별로 비교함으로서, 손떨림량과 손떨림방향을 검출한다. 그리고, 손떨림 보

정부(140)는 검출된 손떨림량과 손떨림방향에 기초하여 '손떨림 보정된 영역'을 산출한다. '손떨림 보정된 영역'의 크기는

유효화소영역(A)의 크기와 동일하며, 도 3b에는 손떨림 보정부(140)에 의해 산출된 '손떨림 보정된 영역'(빗금친 영역에

해당됨.)의 일 예를 참조부호 'C'로 도시하였다.

손떨림 보정부(140)는 산출된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 제어부(150)로 인가한다.

메모리 제어부(150)는 손떨림 보정부(140)로부터 인가된 '손떨림 보정된 영역'정보를 이용하여, 메모리(155)에 저장된 영

상신호 중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해당되는 영상신호를 읽어내어 디스플레이부(160)로 인가한다.

즉, 메모리 제어부(150)는 도 3b에 도시된 영역 중 '손떨림 보정된 영역'(빗금친 영역)(C)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메모리

(155)로부터 읽어내어 디스플레이부(160)로 인가하게 된다. '손떨림 보정된 영역'(C)의 크기는 유효화소영역(A)의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메모리 제어부(150)가 읽어내는 영상의 크기도 유효화소영역(A)의 크기와 동일하다.

디스플레이부(160)는 메모리 제어부(150)기 읽어낸 영상신호를 재생한다. 디스플레이부(160)는 비디오 인코더(162)와

LCD(Liquid Crystal Display)(164)를 구비한다.

비디오 인코더(162)는 메모리 제어부(15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영상신호로 변환한 후, 이를 LCD(164)에

서 재생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 LCD(164)는 비디오 인코더(162)에서 변환처리된 영상신호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장치

이다.

이하에서는, 도 1에 도시된 촬영장치가 CCD(120) 구동제어와 메모리(155) 읽기제어를 이용하여 손떨림을 보정하는 과정

에 대해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촬상소자 구동제어와 메모리 읽기제어를

이용한 손떨림 보정방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먼저, CCD(120)는 광학면에 맺힌 피사체의 광학상을 촬상하여, 그에 대응되는 영상신호를 생성한다(S310).

그러면, CCD 구동부(125)는 CCD(120)의 전체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신호처리부(130)로 출력되도록 CCD(120)

를 구동시킨다(S320). 구체적으로, CCD 구동부(125)는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은 CCD구동클럭을 CCD(120)에 인가함

으로서, 유효화소영역(A)과 예비화소영역(B)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CCD(120)에서 출력되도록 한다.

신호처리부(130)는 CCD(12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 대해 소정의 신호처리를 수행한다(S330).

메모리 제어부(150)는 신호처리부(13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메모리(155)에 필드단위로 저장한다(S340).

CCD(120)에서 출력된 영상신호가 전체화소영역(유효화소영역(A) + 예비화소영역(B))에 생성된 영상신호이기 때문에,

메모리(155)에 저장되는 영상도 CCD(120)의 전체화소영역에서 촬상된 영상이다. CCD(120)의 전체화소영역에서 촬상된

영상이 메모리(155)에 저장된 상태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후에, 손떨림 보정부(140)는 메모리(155)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을 검출한다(S350). 구체적으로, 손떨

림 보정부(140)는 메모리 제어부(150)로부터 메모리(155)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필드단위로 인가받아, 인가받은 영상신호

에 대해 필드별로 비교함으로서 손떨림량과 손떨림방향을 검출한다.

손떨림 보정부(140)는 검출된 손떨림에 기초하여 '손떨림 보정된 영역'을 산출한다(S360). 그리고, 손떨림 보정부(140)는

산출된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 제어부(150)로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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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메모리 제어부(150)는 손떨림 보정부(140)에서 인가된 '손떨림 보정된 영역'정보를 이용하여, 메모리(155)에 저장

된 영상신호 중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해당되는 영상신호를 읽어내어 디스플레이부(160)로 인가한다(S370). 즉, 메모리

제어부(150)는 도 3b에 도시된 영역 중 '손떨림 보정된 영역'(빗금친 화소영역)(C)에 해당하는 영상신호를 메모리(155)로

부터 읽어내어 디스플레이부(160)로 인가한다.

디스플레이부(160)는 메모리 제어부(150)가 읽어낸 영상신호를 재생한다(S380). 뿐만 아니라, 메모리 제어부(150)가 읽

어낸 영상신호는 소정포맷으로 압축되어 기록매체(미도시)에 기록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CCD(120) 구동과 메모리(155) 읽기를 제어함으로서, 손떨림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실시예

에서, CCD 구동부(125)는 CCD(120)의 전체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CCD(120)를 구동하는 것으로 설

명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CCD 구동부(125)는 CCD(120)의 유효화소영역(A) 보다 크고 전체화

소영역 보다 작은 화소영역(유효화소영역(A) + 예비화소영역(B)의 일부)에 생성된 영상신호만이 출력되도록 CCD(120)

를 구동하고, 이때 CCD(12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을 검출하고 보정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CCTV와 같은 감시용카메라, 모바일폰장착용 카메라 등에 적용가능하며,

이밖의 촬영장치에도 적용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영상의 크기는 촬상소자의 전체화소영역(유효화소

영역 + 예비화소영역)의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털 줌처리가 필요없어 재생/기록되는 영상의 화질열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각속도센서, 프리즘, 고화소 촬상소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장치의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

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유효화소영역의 외부에 소정 크기로 마련되는 예비화소영역으로 이루어진 광학면에 맺힌 피사체의

광학상을 촬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촬상소자;

상기 유효화소영역보다 큰 화소영역 내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를 구동시키는 촬상소자 구동부;

상기 촬상소자에서 출력된 상기 영상신호에 대해 소정의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신호처리부;

신호처리된 상기 영상신호가 필드단위로 저장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 보정된 영역을 산출하는 손떨림 보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손떨림 보정부에서 산출된 상기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해당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메모리로부터 읽어내는 메모리 제

어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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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제어부가 읽어낸 상기 영상신호가 재생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소자 구동부는,

상기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예비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를 구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촬영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소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및 MOS(Metal Oxide Semiconductor)형 촬상소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소자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감시용 카메라, 모바일폰장착용 카메라 중 어느 하나에 사용가능한 촬상소자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촬영장치.

청구항 6.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유효화소영역의 외부에 소정 크기로 마련되는 예비화소영역으로 이루어진 광학면에 맺힌 피사체의

광학상을 촬상하여 영상신호를 생성하는 촬상소자를 구비하는 촬영장치의 손떨림 보정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유효화소영역보다 큰 화소영역 내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를 구동시키는 단계;

b) 상기 촬상소자에서 출력된 상기 영상신호에 대해 소정의 신호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c) 신호처리된 상기 영상신호를 필드단위로 저장하는 단계; 및

d) 저장된 상기 영상신호를 이용하여, 손떨림 보정된 영역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떨림 보정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6-0007225

- 7 -



산출된 상기 손떨림 보정된 영역에 해당되는 영상신호를 읽어내는 단계; 및

읽어낸 상기 영상신호가 재생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떨림 보정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유효화소영역 및 상기 예비화소영역에 생성된 영상신호가 출력되도록 상기 촬상소자를 구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손떨림 보정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촬상소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및 MOS(Metal Oxide Semiconductor)형 촬상소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떨림 보정방법.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감시용 카메라, 모바일폰장착용 카메라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떨림 보정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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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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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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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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