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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단말기 카메라를 이용한 웹캠코드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메라를 이용한 웹캠코드(Web Camcoder)시스템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연결하고 이를 컴퓨터와 연결 웹카메라(Web Camera)를 구현하는데 있다.

이 발명 방식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이 수집이 되어 카메라

제어칩(Control Chip)을 통하여 영상이 전달이 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달이 되며 이 영

상으로 웹캠(Web Camcoder) 기능을 이용하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구동이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메라(Camera)로 기존 웹캠

(Web Cam)의 기능을 이동통신 단말기의 일부 기능으로 사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메라 프리뷰(Preview)의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컴퓨터용 웹캠코드

(Web Camcoder)로 이용하는 것으로 휴대가 용이하고 쉽게 이동통신 단말기가 제공하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한 연결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실생활에서 사용자 관심사를 높이고 이동통신 단말기와 컴퓨터로 연결되는 복합 기술로의 효과를 제공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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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웹카메라,웹캠,이동통신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 이동통신 단말기 카메라의 웹캠(Web Camcoder)의 영상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웹캠코드(Web Camcoder)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 기능인 카메라(Camera)의

Preview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된 영상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전달하여 컴퓨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웹캠코드(Web Camcoder)로 이용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웹캠코드(Web Camcoder)는 컴퓨터에 연결하는 카메라 모듈(Camera Module),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

여 컴퓨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연동하여 구동되는 것으로서 컴퓨터 메신져(messenger)를 이용한 화상채팅, 애

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화상통화,웹을 이용한 화상채팅,화상통화,컴퓨터 카메라기능을 하는 특징이 있다.

웹캠코드(Web Camcoder)는 웹캠(Webcam)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로 인한 화상 채팅, 화상 통화 등의 서비스를 사

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웹캠(Webcam)을 따로 구매치 않고도 현

재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는 카메라의 프리뷰(Preview) 기능을 이용하여 고속의 인터페이스의 연결로 사용자가 항상 휴대

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웹캠(PC Webcam)을 구동하여 화상 채팅, 화상통화등을 이용함으로서 서

비스를 질을 높이고

사용자는 서비스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웹캠(Webcam) 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일측면인 고

속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연결을 한다.

컴퓨터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하여 웹캠

(Webcam)을 구동하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따르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카메라가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이며 기능상으로 프리뷰

(Preview) 기능이 있어야 하고 고속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하며, 컴퓨터는 고속 인터페이스가 지원이 되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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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는 첨부한 예시도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201)가 고속 인터페이스(205)를 컴퓨터(101)와 고속

인터페이스(102) 즉, 유에스비(USB), 아이이이이1394(IEEE194), 무선랜(Wireless

LAN)등을 이용 이동통신 단말기(201)과 컴퓨터(101)인터페이스 연결한다.

상기 발명의 동작은 이동통신 단말기(201)의 카메라 센서(207)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201)의 기능인 카메라 프리뷰(Preview)를 실행시킴으로서 영상 데이터

(Data)가 카메라 센스(207)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메라칩(206)으로 전송이

되고 영상 데이터(Data)가 이동통신 단말기(201)와 컴퓨터(101)의 고속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컴퓨터(101)전송이 되며 이

영상 데이터(Data)는 유에스비(USB) 장치

드라이버(Driver)(103)과 가상 유에스비(USB) 이미지 장치 드라이버(Driver)를

통하여 웹캠응용 프로그램(105)에서 영상 이미지로 변환되어 컴퓨터에 표시된다.

상기 발명에서 영상 데이터의 저장은 이동통신 단말기(201)의 램(RAM)에 저장이

가능하며 전송 영상 데이터(Data)의 컴퓨터(101)의 저장도 가능하다.

컴퓨터(101)로 전송된 영상 데이터(Data)가 컴퓨터(101)의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통하여 화상 채팅, 화상 통화등이 구현이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메라(Camera)를 이용한 웹캠(Webcam)은 웹캠(Webcam)을 따로 구입하거

나 소지하지 않아도 이동통신 단말기의 카메라

(Camera)를 이용한 웹캠(Webcam)의 구현으로 웹캠(Webcam)구현이 사용자로 하여금

접근이 용이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기능인 카메라(Camera)의 프리뷰(Preview)를 통하여 고속 인터페이스(Interface)로 컴퓨터와

연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웹캠(Webcam)을 구현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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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이동통신 단말기와 컴퓨터와의 고속 인터페이스에는 유에스비(USB),아이이이이1394

(IEEE1394),무선랜(Wireless LAN)을 포함 한다.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6-0007353

- 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
  발명의 구성 및 작용 2
  발명의 효과 3
청구의 범위 3
도면 4
 도면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