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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조작패널상에 지문센서를 구비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상의 커서 또는 포인터의 이동의 조작성을 손상하지 않

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작패널상에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를 설치하여, 손가락의 이동 또는 지문센서의 센서

면에 가해진 압력위치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디스플레이상의 커서 또는 포인터를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또 시간적 변화를

검출하는 타이밍은 손가락 또는 압력이동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결정되게 하였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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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지문을 인증하는 센서를 구비한 휴대 단말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휴대 전화기로 대표되는 휴대 단말장치의 보급과 함께, 주인 이외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문인증의 기능을 내

장한 휴대 단말장치가 제안되어 있다(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2002-330202호 공보 참조).

  이것은 조작패널의 중앙위치에 지문센서를 내장한 것으로, 이 중앙위치는 왼손 엄지손가락 등의 사용자가 조작에 통상

사용하는 손가락 지문을 미리 등록하여, 휴대 단말장치를 사용할 때에 그 지문을 자동적으로 인증함으로써, 부정사용을 방

지하는 것이다.

  이 구성에서는 압전식 지문센서 또는 정전용량식 지문센서를 구비함과 동시에, 그 주위의 상하 좌우에 커서버튼을 구비

한 것으로, 지문인증은 지문센서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상의 커서의 이동은 커서버튼(단추)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한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에서는 지문인증은 지문센서에 의하여, 디스플레이상의 커서나 포인터의 이동은 지

문센서의 주위에 설치된 커서버튼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문인증에 필요한 지문센서의 크기는 예를 들

면 성인 남성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앞면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략 사방 9 밀리미터 내지 사방 15 밀리미터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대하여 디스플레이상의 커서의 이동은 지문센서의 주위에 수 밀리미터 떨어져 설치된 커서버튼을 엄지

손가락으로 누름으로써 지시된다. 따라서 상하의 커서버튼의 간격 또는 좌우의 커서버튼의 간격은 15 밀리미터에 수 밀리

미터를 더한 길이가 되어, 엄지손가락의 앞면의 크기를 족히 초과해버린다. 즉, 위쪽의 커서버튼을 누른 후에 아래쪽의 커

서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전체를 상하로 15 밀리미터 이상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되어, 조작성이 매우 악화되

어 버린다. 이것은 좌우의 커서버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은, 조작패널상에 지문센서를 구비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상의 커서 또는 포인터의 이동의 조작성을 손상하지

않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조작패널상에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를 설치하여 손가락의 이동 또는 지문센서의

센서면에 가해진 압력의 위치의 시간적변화에 따라 디스플레이상의 커서 또는 포인터를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다. 또 시간

적변화를 검출하는 타이밍은 손가락 또는 압력의 이동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또, 시간적 변화를 검출하는 타이밍은 손가락 또는 압력의 이동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또,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와, 상기 지문센서에 임의의 손가락이 지문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판독할 수 있을 때까지 꽉 눌러 지문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니타내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것이다.

  또,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와, 기능잠금 해제용의 인증지문으로서 등록하는 지문의 어드레스

(ID)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것이다.

  또,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와, 상기 지문센서에 의하여 복수의 지문이 기억되어, 각 지문마다

정보가 대응지어져 등록되는 정보등록수단을 구비함과 동시에,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문인증

이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에 대응지어져 등록된 지문에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의 이용이

허가되는 것이다.

  또,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와,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하고, 조작패널과 지문센서

와의 사이에 단차를 가지게 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휴대 단말장치의 정면도,

  도 2는 지문센서부를 확대한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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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지문의 화상을 나타내는 화면도,

  도 4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지문의 화상을 나타내는 화면도,

  도 5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6은 도 5에 있어서의 손가락의 이동을 검출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모식도,

  도 7은 지문을 등록할 때의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8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9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0은 기능잠금시의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1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2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3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4는 휴대 단말장치를 중심으로 한 통신 네트워크의 일례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15는 은행 불입모드시의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6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7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8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휴대 단말장치의 정면도이다. 본체(1)는 디스플레이(2), 조

작패널(3)을 구비하고, 조작패널(3)에 설치된 각종 버튼을 누름으로써, 디스플레이(2)에 문자가 표시되기도 하고, 표시된

커서를 이동시켜 원하는 메뉴를 선택, 지시한다. 조작패널(3)에는 좌우 어느 한쪽의 손으로 조작패널(3)을 유지하였을 때

에 손가락의 앞면으로 접촉하기 쉬운 위치에 지문센서부(4)가 설치되어 있다. 지문센서부(4)의 크기는, 지문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지문의 필요 면적으로 결정되며, 통상 사방 9 밀리미터 내지 사방 15 밀리미터가 바람직하다. 또한 지문센서부(4)

의 형상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거나 할 때에, 지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면 형상에 제한은 없으며, 예를 들

면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이더라도 상관없다.

  지문센서부(4)의 조작은, 손가락의 앞면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손가락그 자체를 미끄러지게 하여 이동시킴으로써

그 이동이 검지되어, 디스플레이상의 커서가 이동한다. 이와 같이, 지문센서의 주위에 커서버튼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조작성이 뛰어나고, 많은 기능을 콤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다. 또 그 결과, 간소한 디자인성을 가져, 장치 본체의 소형

화도 달성할 수 있다.

  지문센서의 종류로서는, 감압식, 압전식, 정전식, 자기식, 광학식, 감열식 등 각종 형식이 있으며, 지문센서상에서 손가락

의 이동, 문지름(스와이프)이나, 손가락앞면의 꽉 누름에 의한 압력의 크기를 검출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형식

이어도 상관없다.

공개특허 10-2005-0107430

- 3 -



  도 2는 지문센서부(4)를 확대한 사시도이다. 조작패널(3) 면보다도 지문센서부(4)가 약간 낮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

작패널(3) 면에 대하여 단차를 둠으로써 지문센서부(4)의 위치를 확인하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지문 확인시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손가락의 위치결정의 효과도 있다. 단차는 낮게 하는 외에, 높게 하기도 하고, 조작패널(3)과 지문

센서부(4)와의 경계부에 가늘고 약간 높이가 있는 윤곽을 설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와,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하고, 조작패널과

지문센서와의 사이에 단차를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손가락의 위치결정이 용이해져, 지문인증의 경우의 손가락의 어긋남

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조작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지문인증시의 인증율을 올리기도 하고 오인식을 방지할 수 있다.

  도 3 및 도 4는 지문센서부(4)로 검출한 지문을, 지문센서부(4)로부터의 신호를 증폭하여 도시 생략한 디스플레이(5)상

에 영상화하여 표시한 화면도이다. 디스플레이(5)로서 휴대 단말장치(1)의 디스플레이(2)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지문인

증용으로 등록한 지문의 상태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지문인증을 위해서는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1개의 손가

락 지문(6a)이, 인증을 위해 필요한 크기만큼 인식할 수 있으면 좋다. 이것에 대하여, 휴대 단말장치(1)의 디스플레이(2)에

표시된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시간적인 이동이나, 지문센서부(4)에 가한 압력의 시간적인 이동을 검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압력의 시간적인 이동의 경우는, 도 3에 나타내는 상태로부터 도 4에 나타내는 상태로 변화된 경

우, 검출된 지문(6b)은 지문센서부(4)의 윗쪽에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꽉 누름 압력은 윗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압력 이동의 정보를 커서의 이동에 연동시킴으로써 지문센서부(4)에 커서를 이동시키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

다.

  도 5는 디스플레이(2)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6은 도 5에 있어서의 손가락의 이동을 검출하는 원리

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화면에 표시된 복수의 버튼 중, 버튼(7a)에서 버튼(7b)으로 포인터(8)를 이동시키는 경우, 도 4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손가락의 꽉 누름의 압력을 변화시키거나, 손가락을 이동시킨다. 지문센서부(4)에서는, 검출된 손가

락의 위치 또는 압력의 중심(61)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손가락의 위치 또는 압력의 중심(62)으

로 이동한 것을 검출한다.

  지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화소 또는 감압전극의 피치를 0.05 밀리미터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 6에 나타내는

손가락의 이동을 검출하기 위한 메시 1개의 길이(L2)는 0.2 내지 0.5 밀리미터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 메시의 크기를 작게

하면 검출 정밀도가 높아지나, 연산속도는 늦어져, 손가락의 이동을 추종할 수 없게 된다. 또 크게 하면, 손가락의 이동의

검출이 거칠어져, 디스플레이상의 커서나 포인터의 이동이 계단형상이 되어 보기 어렵게 된다. 지문센서부(4)의 한 변의

길이(L1)를 10 밀리미터라 가정하면, 한 변당의 메시의 수는 20 내지 50이 된다. 이와 같은 메시에 있어서, 정지화상인 지

문검출시는 그 검출 타이밍은 느려도 되어, 1초당 4 내지 5 프레임으로 충분하나, 손가락 또는 압력의 시간적 변화를 검출

할 때에는, 1초당 적어도 10 내지 15 프레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문을 검출할 때와, 손가락 또는 압력의 시간적 변화를

검출할 때에, 검출 타이밍을 변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커서나 포인터의 화면상의 움직임이 손가락 또는 압력

의 이동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어, 사용자가 위화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은 포인터의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커서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켜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는, 상

기한 바와 같은 수의 메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변이 3인 모두 9개의 메시로 손가락 또는 압력을 검출하도록 하고, 지문

센서부(4)의 메시 9개로 분할한 영역을 손가락으로 두들기도록 하여, 커서를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면, 손가락

또는 압력의 이동을 세밀하게 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PU의 부하를 내릴 수 있다.

  도 7은 지문을 등록할 때의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8 내지 도 9는 디스플레이(2)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

내는 정면도이다.

  전원을 온한 후(다계 71), 도시 생략한 통상 메뉴가 표시되고(단계 72), 그 통상 메뉴에서 도시 생략한 지문모드를 표시시

키고(단계 73), 도 8에 나타내는 지문 등록메뉴를 표시시킨다(단계 74). 디스플레이(2)에는 지문모드 표시영역(81), 지문

등록 표시영역(82), 메시지 표시영역(83)이 표시되고, 메시지 표시영역의 메시지에 따라, 지문센서부(4)에 임의의 손가락

의 앞면을 꽉 눌러 지문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판독할 수 있으면,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표시로 변환된다. 디스플레이

(2)에는 지문이 등록되는 번호 등의 어드레스(ID)가 표시되는 등록확인 표시영역(91)과, 지문의 화상이 표시되는 지문화

상 표시영역(92)이 표시된다(단계 75). 다음에 등록확인 표시영역(91)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손가락을 강하게 꽉 누르거나

일정시간 계속해서 꽉 누르면, 도시 생략한 지문 등록 완료의 메시지가 표시되고, 도시 생략한 지문모드의 화면표시로 되

돌아간다(단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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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은 기능잠금시의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1 내지 도 13은 디스플레이(2)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타내

는 정면도이다.

  전원을 온한 후(단계 101), 도시 생략한 통상 메뉴로부터 도 11에 나타내는 기능잠금모드를 표시시킬 수 있다(단계 102).

기능잠금모드에서는, 기능잠금모드의 표시영역(111) 외에, 잠궈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잠금필요여부 확인 표시영역(112)

과 그 회답 표시영역(113)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휴대 단말장치의 각종 기능을 잠그고 싶은 경우는, 회답 표시영역(113)에

서 「예」로 커서를 이동시켜 강하게 꽉 누르는 등으로 지정하면, 잠금필요여부 확인 표시영역(112)에 표시된 번호 등의

어드레스(ID)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잠금해제용 인증지문으로 하여 기능이 잠궈진다.

  기능이 잠궈져 있는 경우에는, 도시 생략한 통상 메뉴로부터 기능잠금모드를 표시시키면,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잠

금 해제 메뉴가 표시된다(단계 103). 도 12는 기능잠금 해제시의 표시예로서, 디스플레이(2)에는 잠금해제 표시영역(121)

과 메시지 표시영역(122)가 표시된다. 메시지 표시영역(122)에는 기능잠금을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문인증용 지문의

어드레스(ID)가 표시되어, 해당하는 손가락을 지문센서부에 꽉 눌려 지문대조를 행한다(단계 104). 꽉 눌러진 지문과 등록

된 지문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을 행하여(단계 105), 일치한 경우는 기능잠금이 해제되어 도시 생략한 잠금해제의

메시지를 표시하고(단계 106), 도시 생략한 통상 메뉴의 표시로 되돌아간다(단계 107). 단계 105에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잠금해제 실패의 메시지를 표시한다(단계 108). 도 13에 나타내는 디스플레이(2)에는

해제실패의 메시지 표시영역(131)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정확한 손가락을 꽉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증시의 에러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손가락을 꽉 눌러 지문인증을 다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능잠금을 위하여 지문인증용으로 등록된 손가락의 임의의 어드레스(ID)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잠금

해제를 위한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 14는 도 1에 나타낸 휴대 단말장치(1)를 중심으로 한 통신 네트워크의 일례를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휴대 단말장치(1)

에 예를 들면 적외선이나 무선통신 규격의 하나인 블루투스(상표) 등의 무선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휴대 단말장치(1)에서

의 지문인증정보를 송신하고, 수신측에서는 예를 들면 은행단말(142)로 인증을 얻은 은행구좌의 각종 수속을 행하고, 상

점에서의 레지스터(143)에서는 쇼핑시의 전자머니에 의한 지불을 행하며, 자동차(144)나 자택이나 사무실(147)에서는 도

어의 자물쇠 잠금이나 자물쇠 해제를 행한다. 이 경우, 휴대 단말장치(1)로 지문인증을 실행하여 인증완료의 정보를 암호

화하여 송신하는 경우와, 지문센서로 취득한 지문정보 그 자체를 송신하여, 수신측에서 인증을 실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문인증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 예를 들면 외출시에 자택이나 사무실(147)의 정보 가전(149)을 제어하기 위하여 휴대 단말장치(1)로부터 서비스센

터(145)에 제어정보가 송신되고, 인터넷(146) 등의 통신망을 거쳐 제어정보가 자택이나 사무실(147)로 송신되는 경우, 서

비스센터(145)에서는, 휴대 단말장치(1)로부터 송신된 지문인증정보에 의거하여 허가된 제어정보만을 정보 가전(149)에

송신하도록 하면, 정보 가전(149)이 잘 못된 정보에 의거하여 제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문센서에 디스플레이상의 커서 이동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커서 이동조작 중에도 지문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

문인증을 실행하고 나서 각종 수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은행구좌의 처리지시 중에 동시에 지문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자에게 지문인증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의식시키지 않고 조작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 15는 은행 불입모드시의 순서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6 내지 도 18은 디스플레이(2)에 표시되는 화면의 예를 나

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14에 나타낸 은행단말(142)로 인증을 얻은 은행구좌의 각종 수속의 일례로서, 불입시의 지문인증의 일례를 설명한다.

도 15에 있어서 전원을 온한 후(단계151), 도시 생략한 통상 메뉴가 표시되고(단계 152), 도시 생략한 은행 불입모드를 표

시시키며(단계 153), 도 16에 나타내는 은행 불입모드의 지문대조모드를 표시시킨다(단계 154). 디스플레이(2)에는 은행

불입모드 표시영역(161), 불입정보 표시영역(162), 메시지 표시영역(163), 회답영역(164)이 표시되고, 메시지 표시영역

(163)의 메시지에 따라 회답영역(164)의 지문번호, 즉 등록된 지문의 어드레스(ID)를 커서를 이동시켜 지정하면, 도 17에

나타내는 지문인증의 화면이 된다. 디스플레이(2)에는 메시지 표시영역(171)이 표시되고, 도 1에 나타내는 지문센서부(4)

에 손가락을 꽉 누름으로써 지문인증을 행한다. 등록된 어드레스(ID)의 지문과 꽉 눌러진 지문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의 판

정을 행하여(단계 155), 일치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표시함과 동시에, 불입할지의 여부를 확인하고(단계 156), 사용자의

양해를 얻었으면 은행불입을 지시한다(단계 157). 단계 155에서 지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도 18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실패를 표시한다(단계 158). 디스플레이(2)에는 메시지 표시영역(181), 지시영역(182, 183)이 표시되고, 지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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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에 커서를 맞추어 지시하면, 도 16에 나타낸 지문번호를 지정하는 화면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지문번호를 다시 지

정할 수 있다. 지시영역(183)을 지정하면, 도시 생략한 은행불입모드의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도 15에 나타낸 단계

155에서 지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도 1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재확인 화면을 표시하여도 좋다.

  지문번호, 즉 지문의 어드레스(ID)로서 복수의 지문을 등록하여 두면, 1개의 휴대 단말장치로 복수의 사람의 지문인증이

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복수의 은행구좌마다 인증이 필요한 지문을 복수로 등록시켜 안전성을 높인다는 지문인증과 정보

의 대응지음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16에 있어서 회답영역(164)에 표시된 지문번호로서, 01번에 사용자 본인, 02번에

A씨, 03번에 B씨라는 바와 같이 등록시켜 두고, 미리 불입시의 원구좌와 대응지음으로써 1개의 휴대 단말장치로 복수의

사람의 은행불입수속이 가능하게 된다. 또 01번에 사용자 본인의 왼손 엄지 손가락, 02번에 왼손 집게 손가락, 03번에 오

른손 엄지 손가락이라는 바와 같이 등록시켜 두고, 01번에는 A은행 A구좌, 02번에는 B은행 B구좌, 03번에는 C은행 C구

좌라는 바와 같이 대응지어 두면, A은행 A구좌로 불입할 수 있는 것은 01번에 등록된 사용자 본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지문인증에서 일치하였을 때만이 되어,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효과가 있다.

  지문의 등록용도로서는, 은행불입수속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01번에 등록된 왼손 엄지손가락에는 A씨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02번에 등록된 왼손 집게 손가락에는 B씨의 연락처, 03번에 등록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는 C씨의 연락처라

는 바와 같이 하여 전화 등의 연락을 하고 싶을 때의 원터치 다이얼로서도 지문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에 의하여 휴대 단말장치에 지문인증기능을 설치함과 동시에, 손가락의 앞면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 그 이동을 검지함으로써, 디스플레이상의 커서나 포인터를 이동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문센서의 주위에 커

서버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조작성이 뛰어나고, 많은 기능이 콤팩트하게 정리되어 간소한 디자인성을 가져, 장치 본

체의 소형화도 달성할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시간적 변화를 검출하는 타이밍은 손가락 이동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커서나 포인터의 화

면상의 움직임이 손가락 이동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어, 사용자가 위화감을 느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 지문센서에 임의의 손가락이 지문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판독할 수 있을 때까지 꽉 눌러져 지문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문인증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기능잠금해제용 인증지문으로서 등록하는 지문의 어드레스(ID)를 표시하여, 기능잠금을 위하여 지문인증용으로 등

록된 손가락의 임의의 어드레스(ID)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잠금해제를 위한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문센서에 의하여 복수의 지문이 기억됨과 동시에 각 지문마다 정보가 대응지어져 등록되는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문인증이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에 대응지어져 등록된 지문에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정

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의 이용이 허가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인증용 지문센서와,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하고, 조작패널과 지문센서

와의 사이에 단차를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손가락의 위치결정이 용이해져, 지문인증의 경우의 손가락의 어긋남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지문인증시의 오인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조작패널상에 지문센서를 구비함 과 동시에, 디스플레이상의 커서 또는 포인터

의 이동의 조작성을 손상하지 않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작패널상에 손가락 지문 인증용 지문센서를 설치하고, 상기 지문센서의 센서면상의 손가락의 이동 또는 가해진 압력

위치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커서 또는 포인터를 이동시키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

장 휴대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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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적 변화를 검출하는 타이밍은, 상기 센서면상의 손가락 또는 가해진 압력 위치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상에 표시된 커서 또는 포인터의 이동 중에 상기 지문인증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

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4.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 인증용 지문센서와, 상기 지문센서에 임의의 손가락이 지문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판독

할 수 있을 때까지 꽉 눌러져 지문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지문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지문이 등록되는 어드레스(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지문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지문의 화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지문등록은 복수의 지문이 등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8.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 인증용 지문센서와, 기능잠금해제용 인증지문으로서 등록하는 지문의 어드레스(ID)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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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기능잠금해제시에, 상기 기능잠금해제용 인증지문으로서 등록된 지문과, 기능 잠금해제를 위해 상기 지문센서로 확인한

지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지문인증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10.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 인증용 지문센서와, 상기 지문센서에 의하여 복수의 지문이 기억됨과 동시에, 각 지문

마다 정보가 대응지어져 등록되는 정보등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문인증이 상기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에 대응지어져 등록

된 지문과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정보등록수단에 등록된 정보의 이용이 허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11.

  조작패널상에 설치된 손가락 지문 인증용 지문센서와,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하고, 상기 조작패널과 상기

지문센서 사이에 단차를 가지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단차는 상기 조작패널보다도 상기 지문센서의 쪽이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단차는 상기 조작패널과 상기 지문센서의 경계부에 양쪽보다도 높이가 있는 윤곽을 설치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청구항 14.

  복수의 버튼을 구비한 조작패널과,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휴대 단말장치로서, 상기 장치를 좌우 어느 한

쪽의 손으로 상기 조작패널을 유지하였을 때에 손가락의 앞면으로 접촉하기 쉬운 위치에 지문센서부를 설치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지문센서 내장 휴대 단말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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