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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57) 요 약
디스플레이(125), 모바일 디바이스(360)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
은 사용자(122)의 얼굴의 광학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광학 이미지에 따라 사용자(122)가 스퀸팅하고 있는지
를 검출하는 단계; 사용자(122)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125) 상의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사용자(122)가 스퀸
팅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122)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125) 상의 영역을 향상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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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디스플레이를 향상(enhancing)시키는 방법으로서,
사용자의 얼굴의 광학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광학 이미지에 따라 상기 사용자가 스퀸팅(squinting)하고 있는지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얼굴의 적외선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 경우에,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향상시키
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
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상기 적외선 이미지에 따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적외선 이미지에 따라 어두운 동공(dark pupil) 검출을 수행할지 또는 밝은 동공(bright pupil) 검출을 수
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하도록 결정되는 경우에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하는 단계; 및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하도록 결정되는 경우에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할지 또는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적외선 이미지에서 상기 사용자의 얼굴의 홍채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홍채가 밝은 색인 경우에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홍채가 어두운 색인 경우에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지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광학 이미지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얼굴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얼굴로부터 얼굴 데이터를 추출하여 추출된 얼굴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얼굴 데이터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얼굴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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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외선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적외선 광원을 조명하는 단계; 및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상기 적외선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할지 또는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적외선 이미지의 광 레
벨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할지 또는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광 레벨에 따라서 수행
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외선 광원 활성화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적외선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를 추가로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별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위치 및 상기 웨어러블 디
바이스의 배향(orientation)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향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위치 및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위치에 따라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향 및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배향에 따라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상대적인 배향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향상시키는 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의 콘트라스트 레벨을 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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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향상시키는 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줌 인(zoom in)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을 향상시키는 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상기 영역 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요소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UI 요소를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UI 요소를 포함하는 복수의 UI 요소를 재배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스
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
청구항 14
모바일 디바이스로서,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한 실행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저장하는 비 일시적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
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래밍은,
사용자의 얼굴의 광학 이미지를 수신하고,
상기 광학 이미지에 따라 상기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지를 검출하고,
상기 사용자의 얼굴의 적외선 이미지를 수신하고,
상기 적외선 이미지에 따라 어두운 동공(dark pupil) 검출을 수행할지 또는 밝은 동공(bright pupil)
검출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고;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하도록 결정되는 경우에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하고;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하도록 결정되는 경우에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적외선 이미지에 따라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 상의 영역을 검출하고 -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할지 또는 밝은 동공 검
출을 수행할지의 결정은, 상기 적외선 이미지에서 상기 사용자의 얼굴의 홍채를 검출하고, 상기 홍채가 밝은 색
인 경우에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상기 홍채가 어두운 색인 경우에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하
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짐 -,
상기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 경우에 상기 사용자가 보고 있는 상기 디스플레이의 상기 영역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카메라를 추가로 포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적외선 카메라; 및
제1 적외선 광원
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래밍은 상기 제1 적외선 광원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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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이미지를 수신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추가로 포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카메라는 상기 제1 적외선 광원의 2 cm 이내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카메라는 상기 제1 적외선 광원으로부터 적어도 5 cm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제2 적외선 광원을 추가로 포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청구항 20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적외선 카메라;
상기 적외선 카메라의 2 cm 이내의 제1 적외선 광원; 및
상기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적어도 5 cm에 있는 제2 적외선 광원
을 포함하고,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밝은 동공 검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상
기 제1 적외선 광원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두운 동공 검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상기
제2 적외선 광원을 활성화시키도록 구성되며,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상기 적외선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무선으로 송신하도록 구성되고,
사용자의 얼굴의 홍채가 밝은 색인 경우에, 상기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송신된 이미지는
상기 밝은 동공 검출 신호에 기초하고, 상기 사용자의 얼굴의 홍채가 어두운 색인 경우에, 상기 적외선 카메라
로부터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송신된 이미지는 상기 어두운 동공 검출 신호에 기초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배향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배향 센서; 및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위치 센서
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위치 및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배향을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에 무선으로 송신하도록 구성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2014년 7월 14일자로 출원되고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 정
식 출원 번호 제14/330,648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그 전체가 본 명세서에 완전히 재현되는 것처럼 참고
로 인용되어 있다.

[0002]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특히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배 경 기 술
[0003]

사용자가 관심 영역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해 가시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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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선명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곤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텍스트 또는 낮은 콘트라스트 이미지는 보기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 디스플레이가 있을 때, 사용자의 명시적 개선 요청 없이 디

스플레이가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내용
[0004]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시예의 방법은 사용자의 얼굴의 광학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광학 이미지
에 따라 사용자가 스퀸팅(squinting)하고 있는지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고 있는 디스플레이 상의 영역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사용자가 보

추가로, 상기 방법은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상의 영역을 향상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5]

실시예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및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또한 프로세서에 의한 실

행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저장하는 비 일시적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를 포함한다.

프로그래밍은 사용자의

얼굴의 광학 이미지를 수신하고 광학 이미지에 따라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지를 검출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한
다.

프로그래밍은 또한 사용자의 얼굴의 적외선 이미지를 수신하고 적외선 이미지에 따라 사용자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상의 영역을 검출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추가로, 프로그래밍은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 경우

에 사용자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상의 영역을 향상시키는 명령어들을 포함한다.
[0006]

실시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의 2 cm 내의 제1 적외선 광원을 포함한다.

웨

어러블 디바이스는 또한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적어도 5 cm에 있는 제2 적외선 광원을 포함하고, 웨어러블 디바
이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밝은 동공 검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제1 적외선 광원을 활성화시키고, 웨어러
블 디바이스가 어두운 동공 검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제2 적외선 광원을 활성화시키도록 구성되고, 웨어러
블 디바이스는 적외선 카메라로부터의 이미지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무선으로 송신하도록 구성된다.
[0007]

전술한 내용은, 다음의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양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특징들을
광범위하게 약술하였다.

본 발명의 실시예의 부가적인 특징 및 이점이 이후에 설명될 것이고, 이는 본 발명의

청구항들의 대상을 형성한다.

개시된 개념 및 특정 실시예들은 본 발명과 동일한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들 또는 프로세스들을 설계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본 기술분야의 통
상의 기술자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등가의 구성들은 첨부 청구항들에 제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본 발명 및 그 이점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제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취해진 다음의 설명에 대한 참
조가 이루어진다.
도 1은 디스플레이 향상의 실시예의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눈의 밝은 동공 효과를 도시한다.
도 3은 눈의 어두운 동공 효과를 도시한다.
도 4a 내지 도 4b는 디스플레이에서의 이미지의 콘트라스트 레벨의 조정을 도시한다.
도 5a 내지 도 5b는 텍스트를 줌 인(zoom in)하는 것에 의한 작은 텍스트를 포함하는 영역의 향상을 도시한다.
도 6a 내지 도 6b는 작은 텍스트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요소의 변형을 도시한다.
도 7a 내지 도 7b는 GUI 요소의 레이아웃의 재배열을 도시한다.
도 8은 스퀸트(squint) 검출의 실시예의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9는 눈 추적의 실시예의 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10은 스퀸트 검출을 위한 실시예의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11은 눈 추적을 위한 실시예의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12는 눈 추적을 위한 다른 실시예의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13은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실시예의 시스템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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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다른 실시예의 시스템을 도시한다.
도 15는 실시예의 범용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상이한 도면들에서의 대응하는 번호들 및 심볼들은 일반적으로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대응하는 부분들을 지칭
한다.

도면들은 실시예들의 관련 양태들을 명확하게 예시하도록 도시되며, 반드시 축척대로 그려지는 것은 아

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하나 이상의 실시예의 예시적인 구현이 이하에 제공되어도, 개시된 시스템 및/또는 방법은 현재 공지되거나 존
재하는지 관계없이, 임의의 수의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해야 한다.

본 개시내

용은 본 명세서에 도시되고 설명된 예시적인 설계 및 구현을 포함하여, 이하에 설명되는 예시적인 구현예, 도면
및 기술에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되지만, 등가물의 전체 범위와 함께 첨부된 청구항의 범위 내에서 변형될 수 있
다.
[0010]

실시예는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지 및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상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 검출함으로써, 예를 들
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킨다.
이 향상된다.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보고 있는 영역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다른 유형의 능동적인 물리적 상호 작

용을 갖지 않으면서 디스플레이가 향상될 수 있다.
[0011]

도 1은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100)를 도시한다.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시각적 출력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
있다.

디스플레이는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디스플레이는 액정 디스플레이(LCD)일 수

이 방법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핸드 헬드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스퀸트를 검출한다.
지표이다.

처음에, 단계 102에서, 시스템은 사용자의 눈의

스퀸팅은 스퀸터(squinter)가 불량한 가시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수한

이는 스퀸팅이 굴절 이상(근시, 원시, 난시, 노안)을 가진 환자의 시력을 개선시키고 오류를 감소시

키기 때문이다.

스퀸팅은 눈의 형상을 변경하고 눈에 진입하는 광의 양을 감소시킨다.

스퀸팅은 불량한 시력

을 보조하기 위한 자연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스퀸터가 불량한 가시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수한
지표이다.
[0012]

스퀸팅은 얼굴 표정이기 때문에, 스퀸팅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은 얼굴 행동 코딩 시스템(FACS)이다.

얼굴 표정은 얼굴 외관에 순간적 변화를 일으키는 근육 활동을 나타내는

액션 유닛(AU; action unit)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표준 척도가 있다.

얼굴 표정 측정의 표준

눈썹, 코 주름, 턱 떨어짐과 같은 얼굴 표정의 특징들의

FACS에는 스퀸트 액션 유닛인 AU 44가 있다.

(AU 6) 및 조여진 눈꺼풀(AU 7)의 조합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스퀸트는 또한 낮아진 눈썹(AU 4), 높아진 뺨
액션 유닛은 카메라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식될 수 있다.
[0013]

다음으로, 단계 104에서, 사용자의 시선의 눈 추적이 수행된다.
를 사용하여 적외선 광으로 추적될 수 있다.

동공은 밝은 동공 효과 또는 어두운 동공 효과

밝은 동공 효과에서, 적외선 광선이 적외선(IR) 카메라와 정렬되

는 경우에, 적외선 광선이 망막에서 IR 카메라로 반사되어 동공이 기록된 이미지에서 밝게 나타난다.
밝은 동공 효과를 도시한다.
한다.

도 2는

눈(206)은 동공(202), 홍채(204) 및 제1 푸르키녜(Purkinje) 이미지(208)를 포함

제1 푸르키녜 이미지는 각막의 외부 표면으로부터의 반사이다.

어두운 동공 효과에서, 적외선 광선이

IR 카메라의 광축으로부터 오프셋되는 경우에, 반사는 IR 카메라로부터 멀리 투사되어 동공이 기록된 이미지에
서 어둡게 나타나게 된다.

도 3은 눈(118)이 동공(112), 홍채(116), 및 제1 푸르키녜 이미지(114)를 포함하는

어두운 동공 효과를 도시한다.

동공 추적의 방법 양자 모두에서, 각막의 외부 표면으로부터의 반사인 제1 푸르

키녜 이미지는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

밝은 동공 검출은 파란색 또는 밝은 색 눈에 대해 가장 잘 작동하는

반면, 어두운 동공 효과는 어두운 색 눈에 대해 가장 잘 작동한다.

어두운 동공 효과는 조명이 밝고 자연 채광

조건에서는 더 잘 작동하지만, 밝은 동공 방법은 적은 광에 대해 효과적이다.

또한, 밝은 동공 검출은 위양성

(false positive)이 적다.
[0014]

실시예는 어두운 동공 검출 및 밝은 동공 검출 양자 모두를 수행하도록 구비된다.

하나의 적외선 카메라와 2개

의 적외선 광원(하나는 IR 카메라와 정렬되고 다른 하나는 IR 카메라 축에서 오프셋됨)이 사용된다.

정렬된 카

메라는 밝은 동공 검출에 사용되고, 축외(off-axis) 카메라는 어두운 동공 검출에 사용될 수 있다.

일례에서,

눈 추적 하드웨어는 스마트폰, 태블릿, 핸드 헬드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PDA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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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다.

등

다른 예에서, 눈 추적 하드웨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서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되거나 구글 글래스

록상표

(Google Glass™)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내장된다.

[0015]

다른 예에서, 가시 스펙트럼 광은 어두운 동공 검출 및/또는 밝은 동공 검출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0016]

대신에, 전극은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된다.

눈 주위에 배치된 전극을 사용하여 눈의 전위가 측정

추가의 예에서, 눈은 물체, 예를 들어 사용자의 눈에 부착된 내장 거울 및/또는 자기장 센서를 갖는 특

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여 추적된다.
[0017]

마지막으로, 단계 106에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영역에서 향상된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콘트라

스트를 조정하는 것, 노이즈 감소, 선명화, 색 밸런스 조정, 텍스트 박스 또는 이미지의 크기 증가,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GUI) 요소를 조정하여 일부 GUI 요소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 또는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다른 기술들에 의해 영역이 향상될 수 있다.
[0018]

콘트라스트 레벨은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해 향상된 가시성 및 시각적인 선명도를 도시한다.
디스플레이(125) 내의 픽처(128)를 보고 있다.
텍스트(132)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125)는 또한 작은 텍스트 박스로서 텍스트(130) 및

사용자(122)의 눈(124)이 픽처(128)를 보면서 스퀸팅하는 경우에, 픽처(128)는 콘트

라스트 레벨을 조정함으로써 향상된다.
이미지의 콘트라스트 레벨만이 조정된다.
조정된다.

도 4a 내지 도 4b는 콘트라스트 레벨 조정에 의

도 4a에서, 사용자(122)의 눈(124)은 디바이스(126) 상의

일례에서, 전체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 레벨이 조정된다.

대신에,

일례로서, 휘도 차이의 비(ratio)인 휘도 콘트라스트와, 평균 휘도가

사용되는 콘트라스트 방법은 웨버(Weber) 콘트라스트, 마이켈슨(Michelson) 콘트라스트, RMS(root-

mean-square) 콘트라스트 또는 다른 기술일 수 있다.
[0019]

시각적 요소는 줌 인될 수 있다.

도 5a 내지 도 5b에서, 스퀸팅 동안 사용자가 보고 있는 작은 텍스트의 선명

도는 텍스트의 영역을 줌 인함으로써 향상된다.

사용자(162)의 눈(164)은 이미지(168) 및 텍스트(172)를 또한

포함하는 디바이스(166) 상의 디스플레이(165) 내의 텍스트 박스(170)를 보고 있다.
스퀸팅하는 경우에, 텍스트 박스(170) 내의 작은 텍스트는 더 명확해지도록 확대된다.
로 가려진다.
[0020]

사용자(162)의 눈(164)이
이미지(168)는 부분적으

다른 예들에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영역은 줌 인된다.

GUI 요소는 가시성을 개선시키도록 변형될 수 있는 반면, 다른 GUI 요소는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GUI 요

소는 윈도우, 텍스트 박스, 버튼, 하이퍼 링크, 드롭 다운 리스트, 리스트 박스, 콤보 박스, 체크 박스, 무선
버튼, 사이클 버튼, 데이터 그리드, 슬라이더, 태그, 이미지 및 비디오를 포함할 수 있다.

도 6a 내지 도 6b는

판독 가능하지 않은 작은 텍스트를 포함하는 GUI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작은 텍스트의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시한다.

사용자(212)의 눈(214)은 디바이스(216)의 디스플레이(215) 내의 텍스트(222)를 보고 있다.

레이(215)는 또한 픽처(218) 및 텍스트(220)를 포함한다.

디스플

사용자가 스퀸팅하는 경우에, 텍스트(222)를 포함하

는 GUI의 크기는 증가되어 텍스트가 더 크고 보다 용이하게 판독 가능하게 된다.

다른 예들에서, 다른 GUI 요

소들은 제거되거나 크기가 감소된다.
[0021]

도 7a 내지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GUI 요소의 레이아웃을 재배열함으로써 픽처의 가시성이 개선된다.
용자(252)의 눈(254)은 디바이스(256) 상의 디스플레이(299) 내의 픽처(258)를 보고 있다.
(299)는 픽처들(260, 262, 264, 266, 268, 290, 292, 294 및 296)을 포함한다.
는 동안 스퀸팅하는 경우에, 픽처(258)의 해상도 또는 크기가 증가한다.

사

또한, 디스플레이

사용자가 픽처(258)를 보고 있

픽처들(268, 260 및 290)은 픽처(25

8)에 대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거된다.
[0022]

도 8은 눈 스퀸팅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401)를 도시한다.

처음에, 단계 402에서, 얼굴이 획득된다.

이는 얼굴 검출 및/또는 머리 자세 추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얼굴 영역은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발견된

다.

일례에서,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얼굴이 검출된다.

다른 예에서, 얼굴은 제1 프레임에서 검출되고 후속

프레임에서 추적된다.
[0023]

다음으로, 단계 404에서, 단계 402에서 획득된 얼굴로부터 얼굴 데이터가 추출되고, 얼굴 표정에 기초한 얼굴
변화가 표현된다.

얼굴 특징은 기하학적 특징 기반 방법 및/또는 외형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될 수 있다.

기하학적 얼굴 특징은 입, 눈, 눈썹 및 코와 같은 얼굴 구성 요소의 형상 및 위치를 포함한다.

얼굴 구성 요소

또는 얼굴 특징 점은 얼굴 기하 구조를 나타내는 특징 벡터를 형성하도록 추출될 수 있다.

외형 기반

방법에서, 가보(Gabor) 웨이브렛과 같은 이미지 필터는 얼굴 전체 또는 얼굴의 특정 영역에 적용되어 특징 벡터
를 추출한다.

면내 머리 회전 및 얼굴의 상이한 스케일들의 영향은 특징 추출 이전의 얼굴 정규화 또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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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0024]

마지막으로, 단계 406에서, 얼굴 표정은 얼굴 특징에 기초하여 인식된다.
감정적 표정으로서 식별될 수 있다.

얼굴 변화는 얼굴 액션 유닛, 원형의

AU는 전문가에 의해 수동으로 코딩될 수 있다.

강도 스케일은 얼굴 표정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근육 수축의 정도에 대한

신경 회로망(NN), 서포트 벡터 머신(SVM), 선

형 판별 분석(LDA), K-최근접 이웃, 다항 로지스틱 리지 회귀(MLR; multinomial logistic ridge regression),
은닉 마르코프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 트리 증강 나이브 베이즈(tree augmented
같은 분류기들이 사용될 수 있다.

Bayes) 등과

일부 시스템은 얼굴 액션의 정의를 기반으로 규칙 기반 분류를 사용한다.

프레임 기반 및 시퀀스 기반 표정 인식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프레임 기반 인식 방법은 참조 이미지를 갖거

나 갖지 않는 현재 프레임을 사용하여 프레임 내의 얼굴 표정을 인식한다.

시퀀스 기반 인식 방법에서, 시퀀스

의 시간 정보는 하나 이상의 프레임에 대한 표정을 인식하는 데 사용된다.
[0025]

도 9는 눈 추적의 방법에 대한 흐름도(410)를 도시한다.
검출에서 눈이 추출되는 경우에 검출될 수 있다.
공 검출을 사용하여 검출된다.

[0026]

눈은 스퀸트

다른 예에서, 눈의 위치는 밝은 동공 검출 및/또는 어두운 동

밝은 동공 검출에서, IR 광원은 IR 카메라와 정렬된다.

직접 다시 반사되어 동공을 밝게 나타나게 한다.
프셋된다.

처음에, 단계 420에서, 눈이 검출된다.

IR 광원은 IR 카메라로

한편, 어두운 동공 검출에서, IR 광원은 IR 카메라로부터 오

IR 광이 IR 광원에서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동공은 오프셋 IR 카메라 뷰에서 어둡게 나타난다.

단계 412에서, 시스템은 동공을 검출하기 위해 어두운 동공 검출 및/또는 밝은 동공 검출을 사용할지를 결정한
다.

시스템은 주위 조명 상태 및 사용자 눈의 색을 검출한다.

밝은 색의 눈과 밝은 조명 상태는 밝은 동공 방

법을 사용하는 쪽으로 지시하는 반면, 어두운 색의 눈과 저조명 상태는 어두운 동공 방법을 사용하는 쪽으로 지
시한다.

간섭이 또한 결정될 수 있다.

운 동공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간섭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스템은 밝은 동공 방법에서 어두

예를 들어, 속눈썹 또는 얼굴의 그림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스템은 어두

운 동공 방법에서 밝은 동공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가 어두운 동공 검출을 한다.

일례에서, 시스템은 번갈아 가며 밝은 동공 검출을 하

대신에, 방법 양자 모두가 수행된다.

단계 414에서 어두운 동공 검출이 수행된다.

어두운 동공 방법이 선택되는 경우에,

밝은 동공 검출이 선택되는 경우에, 밝은 동공 검출은 단계 416에

서 수행된다.
[0027]

단계 416에서, 밝은 동공 검출이 수행된다.
굴은 적외선 조명기를 사용하여 조명된다.

어두운 동공 검출 및 밝은 동공 검출 양자 모두에서, 사용자의 얼
적외선 조명기는 발광 다이오드(LED)일 수 있다.

적외선 조명기를

사용하면 가시 광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주위 조명 상태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밝은 또는 어두운 동공 효과
를 생성하며, 사용자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밝은 동공은 카메라의 광축을 따라 광을 방출하는 근적외

선 조명기로 눈을 조명하는 경우에 검출될 수 있다.

근적외선 파장에서 동공은 대부분의 적외선 광을 카메라로

다시 반사하여 밝은 동공 효과를 생성한다.

이는 플래시가 사진에 사용되는 경우의 적목 효과와 유사하다.

막으로부터의 조명원의 제1면 정반사는 어두운 동공 검출 및 밝은 동공 검출 양자 모두에서 볼 수 있다.
중심과 각막 반사 사이의 벡터가 종속 측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동공

벡터 차이는 카메라와 적외선원의 움직임에

동공 검출은 동공의 강도를 기반으로 하며, 예를 들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여 눈의

외형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
[0028]

단계 414에서, 어두운 동공 검출이 수행된다.

적외선 조명기는 축외 적외선 카메라와 함께 사용된다.

반사된

광은 축외 카메라로가 아니라 IR 광원을 향해 축상(on-axis)에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동공이 어둡게 나타난다.
밝은 동공 검출에서와 같이, 각막으로부터의 조명원의 제1면 정반사가 또한 보일 수 있고, 동공 중심과 각막 반
사 사이의 벡터가 종속 측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
[0029]

특징 기반 또는 모델 기반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한 스타버스트(starburst)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사용된다.

일례에서, 특징 기반 접근법 및 모델 기반 접근법을 조합

다른 예에서, 밝은 동공 추적 및 어두운 동공 추적의 조합이

예를 들어, 밝은 동공 효과에 기반한 칼만 필터링 추적은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로 증강되어 검출

된 눈의 검증을 수행한다.

칼만 눈 추적기가 약한 동공 강도 또는 밝은 동공의 부재로 인해 실패하면, 평균 시

프트에 기반한 눈 추적이 활성화되어 눈을 계속 추적한다.

밝은 동공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 눈 추적기는 칼

만 필터링 추적기로 복귀한다.
[0030]

도 10은 스퀸트 검출에 사용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예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310)는 스마트

폰, 태블릿, 핸드 헬드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이다.
스(310)는 카메라(314) 및 디스플레이(312)를 포함한다.

모바일 디바이

예를 들어, LCD인 디스플레이(312)는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시각적 출력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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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카메라(314)는 가시 스펙트럼 카메라이다.

카메라(314)는 광학 시스템, 예를 들어 광을 검출하는 전

자 센서 상에 광을 포커싱하기 위한 가변 조리개를 갖는 렌즈를 갖는다.

카메라(314)는 고정 포커스 렌즈와,

렌즈 뒤에 있는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이미지 센서 또는 CCD(charge-coupled
device) 이미지 센서와 같은 광학 센서를 가질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31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저

대역 프로세서, 영구 스토리지, 메모리 제어기, 그래픽 처리 유닛(GPU),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무선 주파수
(RF) 회로, 오디오 회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모듈(GPS), 전력 시스템 및 운영 체제(OS)를 포함한다.
영구 스토리지에 저장된 스퀸트 검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얼굴을 검출한다.

사용자가 카메라(314)의 시야에 있는 경우에, 소

특징들이 사용자의 얼굴의 이미지에서 추출된다.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지를 검출한다.

OS는

그 후, 소프트웨어는

스퀸팅의 얼굴 표정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검출될 수 있다.

얼굴 표정은 얼굴 외형에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근육 활동을 나타내는 AU에서 결정된다.
액션 유닛인 AU 44가 있는데, 이것은 스퀸트를 검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FACS에는 스퀸트

스퀸트는 또한 낮아진 눈썹(AU

4), 높아진 뺨(AU 6) 및 조여진 눈꺼풀(AU 7)의 조합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0031]

도 11은 눈 추적에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예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핸드 헬드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PDA인 모바일 디바이스(320)는 IR 카메라(328) 및 IR 광원(330)을 포함하는 적
외선 유닛(326),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322) 및 IR 광원(324)을 포함한다.

IR 카메라

(328)는 렌즈 및 센서 어레이, 예를 들어 초전 재료, 강유전 검출기 또는 마이크로 볼로미터 구조체를
포함하고, IR 광원들(324 및 330)은 LED일 수 있다.

예를 들어, LCD인 디스플레이(322)는 텍스트, 그래픽, 비

디오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시각적 출력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출력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322)는 또한 터치 스크린 입력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32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저 대역 프로세서, 영

구 스토리지, 메모리 제어기, GPU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RF 회로, 오디오 회로, GPS, 전력 시스템, 및 OS를 포
함하며, 영구 스토리지에 저장된 눈 추적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IR 광원(330)은 밝은 동공 검출을 위해 축상

반사를 수신하기 위해 IR 카메라(328)에 근접해 있는 반면, IR 광원(324)은 어두운 동공 검출을 위한 축외 검출
을 위해 IR 카메라(328)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

동공 검출을 수행하기 위해, 눈 추적 알고리즘은 IR

광원(330)을 조명하고 IR 카메라(328)로부터의 이미지로부터 밝은 동공 검출을 사용하여 동공을 검출한다.

또

한, 어두운 동공 검출을 수행하기 위해, 눈 추적 소프트웨어는 IR 광원(324)을 조명하고 축외인 IR 카메라(32
8)의 반사로부터 동공을 검출한다.
[0032]

도 12는 눈 추적을 위한 하드웨어(340)를 도시한다.
착용한다.

사용자(346)는 눈(348) 근처에 웨어러블 디바이스(350)를
등록상표

일례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350)는 구글 글래스

근처에서 착용되는 개별 디바이스이다.

이다.

대신에, 웨어러블 디바이스(350)는 눈

웨어러블 디바이스(350)는 IR 광원(352) 및 IR 모듈(354)을 포함한다.

IR 모듈(354)은 IR 광원(358) 및 IR 카메라(356)를 포함한다.

IR 카메라(356)는 렌즈 및 센서 어레이, 예를

들어 초전 재료, 강유전 검출기 또는 마이크로 볼로미터 구조체를 포함한다.
수 있다.

IR 광원들(352 및 358)은 LED일

IR 광원(356)은 밝은 동공 검출을 위해 IR 광원(358)에, 예를 들어 2 cm 이내로 근접해 있는 반면,

IR 광원(352)은 어두운 동공 검출을 위해 IR 카메라(356)로부터 비교적 멀리, 예를 들어 적어도 5 cm로 떨어져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350)는 얼굴에 대한 배향 및 위치를 결정하는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이는 자이로스

코프, 가속도계 및 디지털 나침반과 같은 센서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0033]

웨어러블 디바이스(350)는, 예를 들어 블루투스 또는 사유(proprietary) 주파수를 사용하여 통신을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342)와 통신한다.

일부 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342)는 스마트폰, 태블릿, 핸드 헬드 컴퓨터, 미디

어 플레이어, 또는 PDA이다.

모바일 디바이스(342)는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사용자

에게 시각적 출력을 나타내는 LCD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344)를 포함한다.
린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일 수 있다.
스를 갖는다.

디스플레이(344)는 또한 터치 스크

디스플레이(344)는 사용자의 시선 영역을 포괄하는 OS용 사용자 인터페이

모바일 디바이스(342)는 또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저 대역 프로세서, 영구 스토리지, 메모

리 제어기, GPU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RF 회로, 오디오 회로, GPS, 전력 시스템, OS, 위치 센서 및 배향 센서
(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위치 센서 및 배향 센서는 모바일 디바이스(342)에 대한 웨어러블 디바이스(35

0)의 위치 및 배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35) 및 모바일 디바이스(342)에 대한 위치 및

배향 데이터는 모바일 디바이스(342)에 의해 비교되어 그들의 상대 위치 및 배향을 결정한다.
이(344)에서 사용자가 응시하고 있는 곳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모리에 저장된 눈 추적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이것은 디스플레

O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영구 메

소프트웨어는 광원(358)이 조명되는 경우에 밝은 동공 검출을

사용하고 IR 광원(352)이 조명되는 경우에 어두운 동공 검출을 사용하여 시선을 검출한다.
한 IR 광원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기 위한 신호를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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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도 13은 디스플레이 향상을 수행하는 모바일 디바이스(360)를 도시한다.
블릿, 핸드 헬드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PDA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360)는 스마트폰, 태

모바일 디바이스(360)는 밝은 동공 검출을 위

한 IR 광원(364), 디스플레이(362) 및 광학 어셈블리(366)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LCD인 디스플레이(362)는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시각적 출력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
2)는 또한 터치 스크린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36

카메라(314)는 가시 스펙트럼 카메라이다.

셈블리(366)는 카메라(372), IR 카메라(370) 및 IR 광원(368)을 포함한다.

광학 어

IR 카메라(370)는 렌즈 및 센서 어

레이, 예를 들어, 초전 재료, 강유전 검출기 또는 마이크로 볼로미터 구조체를 포함하고, 카메라(372)는 고정
포커스 렌즈와 같은 렌즈, 및 CMOS 이미지 센서 또는 렌즈 뒤의 CCD 이미지 센서와 같은 광학 센서를 갖는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360)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저 대역 프로세서, 영구 스토리지, 메모리 제어기,
GPU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RF 회로, 오디오 회로, GPS, 전력 시스템 및 OS를 포함하며, OS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갖고 눈 추적 및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0035]

소프트웨어는 영구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소프트웨어는 카메라(372)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스퀸팅하는 것을 검출한다.
미지를 취한다.

카메라(372)는 사용자의 얼굴의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에서 얼굴 특징을 추출하고, 예를 들어

AU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얼굴 표정을 결정한다.
(364)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선을 검출한다.

소프트웨어는 또한 IR 카메라(370), IR 광원(368) 및 IR 광원
IR 광원들(368 및 364)은 LED일 수 있다.

IR 광원(368) 및 IR

카메라(370)가 사용자의 눈으로부터의 반사를 수신할 때, IR 광이 카메라를 향해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사용자
의 동공은 밝은 동공 검출을 사용하여 검출된다.

IR 광원(364)이 사용되는 경우에, IR 광은 IR 카메라(370)가

아닌 IR 광원(364)을 향해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공은 어두운 동공 검출을 사용하여 검출된다.
프트웨어는 밝은 동공 검출 및 어두운 동공 검출에 적절한 IR 광원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소
예를

들어, IR 광원(368)은 저조명 조건 동안 또는 사용자가 밝은 색의 눈을 가진 경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반면, IR
광원(364)은 밝은 조명 상태 동안 또는 사용자가 어두운 색의 눈을 가진 경우에 활성화된다.
광원들(368 및 364)은 번갈아 이용된다.
이 검출된다.
다.

다른 예에서, IR

밝은 동공 검출 및/또는 어두운 동공 검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선

사용자가 스퀸팅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의 디스플레이가 향상된

이미지의 콘트라스트가 조정되어 선명도가 증가될 수 있다.

줌 인됨으로써 선명도를 증가시킨다.

일례에서, 작은 텍스트 또는 작은 이미지가

다른 예에서, GUI 요소의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GUI 요소의 크

기를 증가시키고 다른 GUI 요소의 크기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도록 변경될 수 있다.

해당 GUI 요소는 이미지 또

는 텍스트 요소일 수 있다.
[0036]

도 14는 사용자의 얼굴에서 스퀸트를 검출하고,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상의 어디를 보고 있는
지를 결정하고, 디스플레이의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380)을 도시한다.
눈(390) 근처에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를 착용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는 추가적인 기능성을 가질
등록상표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는 구글 글래스
립형 디바이스이다.

사용자(388)는 사용자의 눈인,

이다.

대신에,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는 독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는 IR 광원(394)과, IR 광원(400) 및 IR 카메라(398)를 포함하는

IR 모듈(396)을 포함한다.

IR 카메라(398)는 렌즈 및 센서 어레이, 예를 들어 초전 재료, 강유전 검출기 또는

마이크로 볼로미터 구조체를 포함한다.

IR 광원들(394 및 400)은 LED일 수 있다.

(394)이 조명되는 경우에, IR 카메라(398)는 눈(390)에서의 IR 반사를 수신한다.
우에, 광은 IR 카메라(398)를 향해 다시 반사되고 밝은 동공 검출이 수행된다.
경우에, 어두운 동공 검출이 사용된다.

IR 광원(400) 또는 IR 광원
IR 광원(400)이 조명되는 경

한편, IR 광원(394)이 사용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는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382)에 대한 웨어러블

디바이스(392)의 배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치 센서, 배향 센서 또는 디지털 나침반을 포함할 수 있
다.
[0037]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는, 예를 들어 블루투스 또는 사유 통신 대역을 사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382)와 통신
한다.

모바일 디바이스(382)는 스마트폰, 태블릿, 핸드 헬드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PDA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382)는 IR 광원(400) 및 IR 광원(394) 중 적절한 하나를 조명하도록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웨
어러블 디바이스(392)에 송신한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382)는 사용자의 동공으로부터 반사된 IR 광과 함께

IR 카메라(398)로부터 이미지를 수신한다.

모바일 디바이스(382)는 카메라(386), 디스플레이(384), 애플리케이

션 프로세서, 기저 대역 프로세서, 영구 스토리지, 메모리 제어기, GPU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RF 회로, 오디오
회로, GPS, 전력 시스템 및 OS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384)는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

은 사용자에게 시각적 출력을 나타내는 LCD일 수 있다.
출력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384)는 또한 터치 스크린 입력뿐만 아니라

카메라(386)는 고정 포커스 렌즈, 및 렌즈 뒤의 CMOS 이미지 센서 또는 CCD 이미지 센서와 같

은 광학 센서를 가질 수 있다.

동공 검출을 수행할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392) 및 모바일 디바이스(382)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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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결정되어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384) 상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확인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

(382)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392) 상의 위치 및 배향 센서는 2개 디바이스의 위치 및 배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392)는 그 위치 및 배향을 모바일 디바이스(382)에 송신한다.

그 후, 그들의

상대 위치 및 배향은 그들의 위치와 배향 사이의 차이로부터 모바일 디바이스(382)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상

대적인 배향 및 사용자의 시선으로부터, 사용자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384) 상의 위치는, 예를 들어, 어두운
동공 검출 또는 밝은 동공 검출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미지로부터 결정된다.
표정이 결정된다.
치가 향상된다.
증가된다.

사용자가 스퀸팅하는지는 카메라(386)로부터의 이

얼굴은 이미지에서 검출되고, 얼굴 특징은 검출된 얼굴로부터 추출된다.

그 후, 얼굴

스퀸트가 검출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보고 있는 위치가 결정되고, 디스플레이 내의 해당 위
향상은 이미지의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대신에, 텍스트 박스 또는 이미지의 크기가

다른 예에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GUI 요소가 가능한 한 다른 GUI 요소를 희생시키면서 크기가 증가

되도록 UI가 재배열된다.
[0038]

도 15는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디바이스 및 방법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처리 시스템(270)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특정 디바이스들은 도시된 컴포넌트들 전부 또는 컴포넌트들의 서브세트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디

바이스마다 통합 레벨들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디바이스는 다중 처리 유닛, 프로세서, 메모리, 송신기, 수신

기 등과 같은 구성 요소의 다수의 인스턴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처리 시스템은 마이크로폰, 마우스, 터치 스

크린, 키패드, 키보드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 디바이스를 구비한 처리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처

리 시스템(270)은 스피커, 프린터,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출력 디바이스를 구비할 수 있다.

처리

유닛은 버스에 접속된 중앙 처리 유닛(CPU)(274), 메모리(276), 대용량 스토리지 디바이스(278), 비디오 어댑터
(280) 및 I/O 인터페이스(288)를 포함할 수 있다.
[0039]

버스는 메모리 버스 또는 메모리 제어기, 주변 장치 버스, 비디오 버스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유형의 수 개의
버스 아키텍처들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CPU(274)는 임의의 유형의 전자 데이터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276)는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동기식 DRAM(SDRAM), 판독 전
용 메모리(ROM), 그들의 조합 등과 같은 임의의 유형의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에서, 메모리

는 시동 시에 사용하기 위한 ROM, 및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동안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 스토리지
를 위한 DRAM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40]

대용량 스토리지 디바이스(278)는 데이터, 프로그램들 및 다른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 프로그램들 및 다른
정보를 버스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게 만들도록 구성된 임의의 유형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대

용량 스토리지 디바이스(278)는 예를 들어, 고체 상태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등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41]

비디오 어댑터(280) 및 I/O 인터페이스(288)는 외부 입력 및 출력 디바이스를 처리 유닛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예시되는 바와 같이, 입력 및 출력 디바이스의 예는 비디오 어댑터에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및 I/O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마우스/키보드/프린터를 포함한다.
있고, 추가적인, 또는 더 적은 인터페이스 카드들이 이용될 수 있다.

다른 디바이스들이 처리 유닛에 연결될 수
예를 들어, 프린터에 대한 직렬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렬 인터페이스 카드(도시되지 않음)가 이용될 수 있다.
[0042]

처리 유닛은 또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84)를 포함하는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은 노드들 또는
상이한 네트워크들에 액세스하기 위한 무선 링크들, 및/또는 이더넷(Ethernet) 케이블 등과 같은 유선 링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84)는 처리 유닛이 네트워크들을 통해 원격 유닛들과 통신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의 송신기들/송신 안테나들 및 하나 이상의 수신기들/수신

안테나들을 통해 무선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에서, 처리 유닛은 다른 처리 유닛들, 인터넷, 또는 원격

스토리지 설비들 등과 같은, 원격 디바이스들과의 통신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해 근거리 네트워크 또는 광역 네트
워크에 연결된다.
[0043]

본 개시내용에서 수 개의 실시예가 제공되었지만, 개시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본 개시내용의 사상 또는 범위
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많은 다른 특정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본 예들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본 명세서에 주어진 상세 사항들로 한정되는 것으로 의도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시스템에서 다양한 요소들 또는 컴포넌트들이 결합 또는 통합될 수 있거나, 또는 특

정 특징들이 생략되거나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0044]

추가로,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별도로 또는 개별로 설명 및 예시된 기술들, 시스템들, 서브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본 개시내용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시스템들, 모듈들, 기술들 또는 방법들과 결합 또는 통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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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서로 연결되거나 직접 연결되거나 통신하는 것으로 도시 또는 논의된 다른 항목들은, 전기적으로, 기계

적으로 또는 다른 것이든 관계없이, 일부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또는 중간 컴포넌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
거나 통신할 수 있다.

변경들, 대체들 및 변형들의 다른 예들이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확인 가

능하며, 본 명세서에 개시된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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