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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극소 영역이라도 코드정보나 XY 좌표 정보가 정의 가능한 도트 패턴을 제안하고, 관련된 도트 패턴에 근거한 정보 재생 방

법 및 정보 재생 장치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

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인쇄물 등의 매체를 해독수단으로 화상 데이터로

서 해독하고, 해당 화상 데이터를 코드 데이터화하며, 해당 코드 데이터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억수단에서 읽어

와 재생하도록 하였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쇄물에 형성된 도트 패턴 정보를 광학적으로 해독하여 해당 도트 패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보를 재생하는 기

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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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광 센서를 통해 그림책이나 게임카드에 인쇄된 바코드를 해독하여 특정 음성을 발음시키는 음성발생완구가 제안

되어 왔다. 이러한 음성발생완구는 해독된 바코드에 대응하는 음성정보를 메모리에서 읽어옴으로써 다양한 음성정보를 재

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코드를 이용한 기술은 지면상에 바코드 인쇄용 전용영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바코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 해독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책이나 서적을 보는 독자는 직접 그 코드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상에 바코드가 인쇄되는 것은 독자에게는 번거로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림책 등 서적의 제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었다.

또한, 상술된 바와 같이 바코드 기술은 지면상에 인쇄된 문자, 도형, 기호와 겹쳐서 인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 도

형, 기호 등에 대한 음성재생을 실시하려면 문자 등의 근방에 바코드를 인쇄할 수밖에 없으며, 독자에게 직감적으로 문자

와 다른 음성정보 등이 부가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하여, 특개평10-261059호 공보에 개시된 「도트 코드」기술은 도트 패턴으로 인쇄된 코드 정보를 해독하여 정

보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관련된 선행 기술은 블록 영역내의 도트 패턴의 배치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정의하는 동시에 데이터 도트 패턴에 있을 수

없는 도트 패턴으로 마커(maker)를 정의함으로써, 이것을 동기 신호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도트를

소정의 법칙에 따라 지면의 이차원 방향으로 인쇄한 도트 패턴을 펜형 스캐너로 해독하고, 이 스캐너의 주사속도와 주사방

향을 정보 처리장치로 해석하여 이미 대응시킨 음성 등의 정보를 재생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관련된 도트 코드 기술은 동적으로 스캐너를 주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면에 인쇄된 문자에 따라 음

성정보를 재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면상에 캐릭터 등이 자유롭게 인쇄 배치된 그림책에서 정적으로 해독장치를 접속

시키는 것만으로 정보를 재생시키고자 하는 용도에는 부적합하였다. 즉, 이 도트 코드 기술은 의미있는 코드 정보를 취득

하기 위해서 XY 좌표상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의 스캐닝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면상에 인쇄된 극소영역으로 도트

코드를 대응시켜 인쇄할 수는 없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극소 영역이라도 코드 정보나 XY 좌표 정보를 정의할 수 있는 도트 패턴을 제안하고, 관련된 도트 패턴에 근거

한 정보 재생 방법 및 정보 재생 장치를 제안한 것이다.

본 발명의 첫번째 특징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

(605)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607)가 생성된 인쇄물(606) 등의 매체를 해독수단(602)으로 화상 데이

터로서 해독하고, 해당 도트 패턴부(607)의 화상 데이터를 코드 데이터화하며, 해당 코드 데이터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억수단에서 읽어와 재생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도트 패턴부(607)에서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란, 음성, 영상, 동영상 정보, 또는 문자, 기호 등의 가시, 가청, 가독

성 정보 등을 말한다. 또한, 그 밖에 컴퓨터, 텔레비전 수상기나 라디오 방송 단말기의 동화, 음성정보, 문자정보 등을 재생

시키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트 패턴부(607)에는 기억수단에 등록된 음성 데이터에 대응하는 코드 정보를 정의해 두어도 되고, XY 좌표값

을 정의해 두어도 좋다. 또한, 코드 정보와 XY 좌표값을 혼재시켜 두어도 된다. 도트 패턴부(607)의 벡터에는 해당 도트 패

턴부가 코드 정보인지 XY 좌표인지를 정의하는 클럽을 등록해 둘 수 있다.

매체는 그림책이나 사진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책 등의 그림무늬(606b)에 대응하는 음성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한 도트

패턴부(607)를 그림무늬(606b)와 중첩하여 인쇄하여 두어도 괜찮다.

또한, 도트 패턴부(607)를 씰 재료에 인쇄해도 좋다.

또한, 도트 패턴부(607)를 투명 필름(611)으로 형성하여도 좋다. 이 경우, 해당 투명 필름을 지면에 겹쳐서 배치하여도 좋

고, 해당 투명 필름(611)을 터치 패널로서 전자기기의 표시수단(613)상에 부착하여도 좋다. 이 경우, 표시수단(613)에 지

시 정보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해독수단의 조작을 용이하게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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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터치 패널(612)과 지면 등의 매체 또는 표시수단(613)의 화면 사이에 적외선 차단 필터(614)를 배치하여도 좋다.

또한, 터치 패널을 표시수단(613)에 부착하는 경우 이외에 그림책 등의 서적, 도면 등에 부착하여도 좋다.

또한, 해독수단(602)을 개인용 컴퓨터(608), PDA,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별개로 구성하고, 이것을 유선, 무선, 광통신을

통해 데이터 전송하도록 하여도 좋지만, 해독수단(602)을 전자기기에 수용하여 일체화하여도 좋다. 이 경우, 전자 기기는

상술된 것 이외에 펜형의 케이스, 마우스 등의 형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두번째 특징은 다양한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6)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대로 정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 전달부(7)를 인

쇄물(5)의 동일면에 인쇄하고, 이 도트 패턴부(6)의 화상 데이터만을 카메라 유니트(2)에서 받아들이고,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고, 이 수치를 통해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부(10)에서 출력 및 실행시

키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이다.

도트 패턴부(6)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구성된 정보 전달부(7)를 인쇄물(5)의 동일면에 겹쳐서 인쇄하여도 좋다.

또한, 도트 패턴부(6)를 XY 좌표 정보로 정의하고, 그 XY 좌표 정보를 정보 전달부(7)의 내용과 관련시킬 수 있다.

도트 패턴부(6)를 코드 번호 정보로 정의하고, 그 코드 번호 정보를 정보 전달부(7)의 내용과 관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XY 좌표 정보로 구성된 도트 패턴부(6)와 코드 번호 정보로 구성된 도트 패턴부(6)를 인쇄물(5)의 동일한 평면상

에 인쇄하는 것도 당연히 좋다.

또한, 도트 패턴부(6)를 적외선을 흡수하는 잉크, 카본 잉크 또는 투명 잉크로 인쇄하여도 좋다.

또한, 카메라 유니트(2)에서 도트 패턴부(6)의 화상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에 해당 도트 패턴부(6)에 자외선을 조사하여도

좋다.

출력시킬 정보로는 음성, 화상, 동화, 텍스트 코드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들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와 같은 정보 이외에 프로그램을 출력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도트 패턴부(6)와 동일면에 표시되는 정보 전달부(7)로는 문자 또는 도형을 인쇄한 것을 들 수 있다.

카메라 유니트(2)는 C-MOS 카메라 또는 CCD 카메라 등의 광 촬상 소자로 구성할 수 있다. 이하, 카메라 유니트라고 서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성을 갖는 모든 촬상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카메라 유니트(2)로는 화상 처리부(12), 기억부(10), 처리부(9), 출력부(15)를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부를 매개로 송

수신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인터페이스부란, 추상적인 의미로 예를 들면 CPU와 음원 메모리를 일체화한 기능수단

이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커넥터 등의 기능 수단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카메라 유니트(2)와 화상 처리부(12)를 기억부(10), 처리부(9) 및 출력부(15)와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부를 매개로 송

수신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 인터페이스부와의 통신은 유선, 무선 LAN, 블루투스(Bluetooth) 등의 무선통신, 적외선 통신

등의 광통신을 이용하여 실시하여도 좋다.

도트 패턴부(6)를 인쇄한 인쇄물(5)을 점착제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체에 부착하여 운용하여도 좋다.

기억부(10)에는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이외에 프로그램을 기억시켜도 된다.

이러한 정보나 프로그램을 입력부(17)를 매개로 기억부(10)에 기억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의 음성정보를 소

정의 도트 패턴부(6)에 대응시켜 미리 기억시켜 둘 수 있다.

이 입력부(17)로는, 일례로 마이크나 라인입력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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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카드(16)를 장착 가능한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카메라 유니트(2)로 해독한 도트 패턴(1)

을 수치화하고, 이 수치화 데이터를 통신 카드(16)를 매개로 서버 등의 컴퓨터(23)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이렇게 하면 서버에 막대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축적해 둘 수 있고, 통신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재생시킬 수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트 패턴(1)에 네트워크 주소(URL:Uniform Source Locator)를 정의해 두고, 통신 카드(16)를

통해 TCP/IP통신망(소위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네트워크 주소에 축적된 음성 데이터를 기억부(10)로 다운로드하여 재

생할 수 있다.

또한, 통신 카드(16) 이외에 GPS수신기(Global Positioning System)(24)를 설치하여도 된다. 이에 따라, 도트 패턴(1)에

서 해독한 내용과 함께 위치정보에 근거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재생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세번째 특징은 다양한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6)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전달부(7)를 동일면에 인쇄한

인쇄물(5)중에서 해당 도트 패턴부(6)만의 화상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카메라 유니트(102),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

여 수치화하는 화상 처리부(112)와,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휴대전화기(110)에서 출력 및 실행시

키기 위하여 디지털화된 수치정보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부(119)를 구비하는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이다.

이러한 카메라 부착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간편한 정보 재생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카메라 부착 휴대전화로는 NTT 도코모사가 제공하는 i모드를 비롯한 정보처리장치를 내장한 것을 이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정보처리장치는 중앙처리장치와 기억장치(메모리), 액정표시화면 등으로 구성되고, 기억장치(메모리)에는

JAVA, C 언어 등의 언어로 기술된 프로그램이나 음성 데이터, 동화 데이터, 문자 데이터를 기억시켜 둘 수 있다. 또한, 휴

대전화에 탑재되는 OS도 트론, 심비안(Symbian),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CE, LINUX, PALMOS 등이어도 된다.

또한, 이러한 카메라 부착 휴대전화에는 SD 카드, 메모리 스틱, SIMM 카드 등의 메모리 카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해

당 메모리 카드내에 컨텐츠 데이터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네번째 특징인 휴대용 전자완구는 서적, 게임 카드, 소물류 또는 완구 등의 매체(802)에 형성된 다양한 음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수치화 데이터나 코드 정보가 기록된 도트 패턴부(803)에 대하여, 해당 도트 패턴부(803)에 대응하는

음성을 기억하는 음성 기억부(804), 도트 패턴부(803)의 화상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카메라(810), 해당 카메라(810)로 촬

영된 화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시에 수치화 데이터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를 음성 기억부(804)에서 읽어와 스피커(805)

로 출력시키는 처리부(806), 상기 음성 기억부(804), 스피커(805) 및 처리부(806)를 수납하는 케이스 본체(808)를 갖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케이스 본체(808)는 시스템 수첩 크기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 본체(808)에는 액정 표시부(812)를 설치하여도

좋다.

또한, 도트 패턴부(803)는 대전형 게임 카드에 인쇄된 것이라도 좋으며, 식완(食玩)으로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애니메

이션 등의 캐릭터를 모방한 미니츄어 피겨(이하 「미니 피규어(mini figure)」라고 한다)에 도트 패턴부(803)를 설치하거

나 도트 패턴부(803)를 인쇄한 씰을 부착하여도 좋다.

도트 패턴부(803)를 조명하는 라이트를 카메라(810)의 근방에 설치하여도 된다.

또한, 복수의 휴대용 전자완구(821)가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케이스 본체(823)에 접속 케이블용 커넥터를 설치하여도 된

다. 이 경우, 널리 사용되는 USB 커넥터나 IEEE 1394에 준거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블루투스(Blue tooth)나 무

선 LAN,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여도 된다.

본 발명의 다섯번째 특징은 소정의 형태를 갖는 피겨(figure)(218)에 있어서,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도트 코드 생성 알

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6)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대로

정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 전달부(7)를 동일면에 인쇄한 인쇄물(5)중의 도트 패턴부(6)만을 화상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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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202)와,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디지털화하는 화상 처리부(212)와, 해당 화상 처리부(212)에서 화상 처리된 수

치를 통해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는 기억부(210)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하거나 실행시키는 처리부(209)와 출력부

(215)로 구성된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 기능을 갖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한, 출력부(215)로서 스피커(214)를 이용하여 음성을 출력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기억부(210)에 마이크(217)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음성으로 정보나 프로그램을 기억시키도록 해도 된다.

피겨(figure)(218)는 탄성 소재를 소정의 형태를 갖는 외피에 끼워 넣은 봉제인형(231)으로 구성할 수 있다.

피겨(figure)(218)는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

한 도트 패턴부(6)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대로 정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 전달부(7)를 동일면에 인

쇄한 인쇄물(5)중의 도트 패턴부(6)만을 화상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카메라(202),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

하는 처리부(209)를 내장한 카메라 유니트(A), 카메라 유니트(A)내의 화상 처리부(12)에서 화상 처리된 수치를 통해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는 기억부(10)의 정보와 프로그램을 출력 및 실행시키는 처리부(9)와 출력부(15)로 이루어진 출력 유

니트(B), 카메라 유니트(A)와 출력 유니트(B)와의 통신을 중개하는 인터페이스부를 갖춘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출력기

능을 갖는 구성으로도 좋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의 구성을 나타낸 프로그램에 대한 도면으로, (a)는 도트 코드의 생성

에 대한 설명도이고, (b)는 도트 패턴의 인식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2는 도트 패턴의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3은 그림책과 정보 재생 방법의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4는 다른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의 구성을 나타낸 프로그램에 대한 도면으로, (a)는 도트 코드의 생성에 대

한 설명도이고, (b)는 도트 패턴의 인식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5는 다른 도트 패턴에 대한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6은 다른 도트 패턴에 대한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7은 다른 도트 패턴에 대한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8은 다른 도트 패턴에 대한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9는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의 문장을 인쇄한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10은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의 문장을 인쇄한 다른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11은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의 문장을 인쇄한 또 다른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12는 도트 패턴부를 형성하는 터치 패널을 설명하는 사시도이다.

도 13은 도트 패턴부를 형성하는 터치 패널을 설명하는 분해 측면도이다.

도 14는 도트 패턴부를 형성하는 마우스 패드와 마우스형 카메라로 이루어진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5는 마우스형 카메라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6은 마우스형 카메라 이외의 실시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a)는 평면도, (b)는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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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마우스형 카메라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a)는 평면도, (b)는 측면도이다.

도 18은 도트 패턴부를 형성하는 인쇄면을 타블렛으로 이용하는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9는 펜 모양 부재의 선단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0은 펜 모양 부재의 선단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카메라 입력에 의한 정보 입출력 방법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에 대한 도면으로, (a)는 도트 코드의 생

성에 대한 설명도이도, (b)는 도트 패턴의 인식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22는 도트 패턴의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23은 XY 좌표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24는 XY 좌표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의 인식 및 그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25는 코드번호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26은 코드번호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의 인식 및 그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27은 인쇄물에 적외선을 조사하고 카본(carbon)이 들어있지 않은 칼라잉크로 인쇄된 문자 또는 그림 등의 정보 전달부

에서 카본 잉크로 인쇄된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만을 카메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설명하는 설명도이다.

도 28은 카메라 입력을 통한 정보 입출력 방법을 이용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29는 카메라 입력을 통한 정보 입출력 방법을 이용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30은 컴팩트한 케이스 본체에 수납된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1은 다른 형상의 컴팩트한 케이스 본체에 수납된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a)는 전체 사시도, (b)는 평

면도, (c)는 측면도, (d)는 정면도이다.

도 32는 카메라 유니트 부분과 출력부분을 별도로 구성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33은 카메라 유니트 부분과 출력부분을 별도로 구성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34는 카메라 유니트 부분과 출력측 본체를 분리한 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5는 카메라 유니트 부분의 다른 형태를 나타낸 사시도로, (a)는 펜형의 카메라 유니트, (b)는 펜형의 카메라 유니트,

(c)는 마우스형의 카메라 유니트, (d)는 청진기형의 카메라 유니트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36은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출력 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37은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38은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39는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40은 정보 입력 장치를 내장한 휴대전화기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41은 도트 패턴을 이용한 실시형태의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등록특허 10-0557474

- 6 -



도 42는 도트 패턴부를 이용한 휴대용 전자완구의 실시형태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43은 휴대용 전자완구를 나타낸 우측면도이다.

도 44는 휴대용 전자완구를 나타낸 좌측면도이다.

도 45는 휴대용 전자완구를 나타낸 저면도이다.

도 46은 주로 미니 피겨(figure)에 상응하는 음성을 발생시키는 휴대용 전자완구의 실시형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7은 실시형태의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48은 복수의 음성 발생 완구를 컨트롤러 유니트에 접속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9는 광학문자인식(OCR)을 이용한 휴대용 전자완구의 실시형태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50은 자성체를 이용한 실시형태를 나타낸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51은 카메라 등의 촬영 펜을 이용한 실시형태를 나타낸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52는 카메라 입력에 의한 정보 출력 기능을 갖는 피겨(figure) 유니트의 카메라와 출력부를 하나로 구성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53은 실시형태의 변형예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54는 카메라 입력에 의한 정보 출력 기능을 갖는 피겨(figure) 유니트의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트를 별도로 구성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55는 실시형태의 변형예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도 56은 카메라 유니트를 갖는 피겨(figure)를 나타낸 사시도로, (a)는 인형, (b)는 축구공, (c)는 자동차, (d)는 동물의 예

를 나타낸 것이다.

도 57은 피겨(figure) 유니트를 새로운 시뮬레이션 보드게임의 중앙 배트 스테이지(battle stage)에 둔 상태를 나타낸 사시

도이다.

도 58은 피겨(figure)의 일 형태인 봉제인형내에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트를 내장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

낸 설명 단면도이다.

도 59는 피겨(figure)의 일 형태인 봉제인형내에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트를 내장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

낸 설명 단면도이다.

도 60은 피겨(figure)의 일 형태인 봉제인형내에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트를 내장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

낸 설명 단면도이다.

도 61은 카메라의 단면도이다.

도 62는 카메라의 촬영범위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63은 4블록 분량의 정보 도트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64는 카메라에 의한 촬상 중심위치와 서브 블록의 입력순서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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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5는 카메라에 의한 촬상 중심위치와 서브 블록의 입력순서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66은 카메라에 의한 촬상 중심위치와 서브 블록의 입력순서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67은 카메라에 의한 촬상 중심위치와 서브 블록의 입력순서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68은 펜형 스캐너의 구조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69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0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1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2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3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4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5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6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7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8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9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0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1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2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3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4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5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6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7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8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9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0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1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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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2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3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4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5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6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7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8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9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0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1은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2는 실시형태의 사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3은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의 사양을 설명하는 도(1)이다.

도 104는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의 사양을 설명하는 도(2)이다.

도 105는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의 사양을 설명하는 도(3)이다.

도 106은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의 사양을 설명하는 도(4)이다.

도 107은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의 해독수단에 대한 장치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1)이다.

도 108은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의 해독수단에 대한 장치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2)이다.

도 109는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의 해독수단에 대한 장치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3)이다.

도 110은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의 해독수단에 대한 장치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4)이다.

도 111은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의 해독수단에 대한 장치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5)이다.

도 112는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의 해독수단에 대한 장치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6)이다.

도 113은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의 해독수단에 대한 장치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7)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 도로, (a)는 도트 코드의 생성에 대한 설명도이

고, (b)는 도트 패턴의 인식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2는 도트 패턴의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3은 그림책과 정보재생

방법의 상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은 도트 패턴(601)의 생성과, 그 도트 패턴(601)의 인식 및 이 도트 패턴

(601)에 대응하는 음성정보의 재생으로 이루어진 방법이다. 즉, 해독수단인 카메라(602)를 통해 도트 패턴(601)의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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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받아들여 영상상의 왜곡률을 보완하고, 그것을 수치화하여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수치를 제1방향(603)

과 제2방향(604)으로 분해하여 그 위치를 해독하며, 이 도트 패턴(601)에 대응하는 음성정보를 개인용 컴퓨터(이하 「컴

퓨터」라 약칭한다)(608), PDA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재생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도 3에서는 카메라(602)가 펜형의 스캐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CCD나 C-MOS 등의 촬상소자가 내장되어 있

지만, 후술하겠지만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 휴대단말에 탑재된 카메라라도 좋다.

본 발명의 도트 패턴(601)의 생성은 도트 코드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음성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605)를

제1방향 라인(603)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방향 라인(603)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604)

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605)를 배열한다. 또한, 컴퓨터(608)내의 메모리 또는 카메라(602)내에 설치된 메모리에 매

핑 테이블(mapping table)도 생성한다. 이 제1방향 라인(603)과 제2방향 라인(604)은 90도의 각도로 교차시킨 것에 국한

되지 않으며, 예를 들면 60도의 각도로 교차시킨 것이라도 좋다.

도트 패턴(601)의 인식에는 카메라(602)의 렌즈에 의한 왜곡률의 보완, 또는 카메라(602)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의 보완

과, 제1방향(603)의 수치정보의 재생, 제2방향(604)의 수치정보의 재생으로 이루어진다. 도트 패턴(601)에 대해서는 C-

MOS 카메라 또는 CCD 카메라 등의 촬상소자를 내장한 카메라(602)를 이용하여 그 화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카메

라 부착 휴대전화 또는 휴대전화에 접속된 카메라를 상기된 펜형 스캐너로 바꾸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의 경

우에는 휴대전화의 메모리에 다운로드된 JAVA 프로그램 등의 제어에 따라 그대로 음성을 재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카메라(602)로 수집된 화상 데이터는 화상 처리 알고리즘으로 처리하여 도트(605)를 추출하고, 왜곡률을 보완하는 알고리

즘에 따라 카메라(602)의 렌즈에 의한 왜곡률을 보완한다. 또는, 도트 패턴(601)에 대한 카메라(602)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보완한다.

카메라(602)로 수집한 화상 데이터는 컴퓨터(608)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해 소정의 화상 처리 알고리즘으로 처리되

어 도트(605)가 추출되며, 왜곡률을 보완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카메라(602)로 인한 왜곡을 보완하기 때문에 왜곡률이 높

은 렌즈를 부착한 보급형 카메라(602)로 도트 패턴(601)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도트 패턴(601)의 면에 대하여 카메라(602)를 기울여서 해독하더라도 그 도트 패턴(601)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제1방향(603)의 수치정보의 재생에서는 제1방향(603)의 2라인을 추출하여 이 제1방향(603)의 2라인 사이의 도트 정보를

이치화한다. 다음에는 패턴인식 알고리즘에 따라 그 패턴을 인식하고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제1방향(603)의 수치정보

를 재생한다. 이때 라인의 해독이 오염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인접한 라인을 추출하여 같은 처리를 실시

한다. 그 정보를 수치보완 정보로서 기록하고 수치정보를 재생할 때 이것에 따라 보완을 실시한다.

제2방향(604)의 수치정보의 재생에서는 제2방향 라인(604)를 추출하고, 이 제2방향 라인(604) 사이의 도트 정보를 이치

화한다. 다음에는 패턴인식 알고리즘에 따라 그 패턴을 인식하고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제2방향(604)의 수치정보를 재

생한다. 이때 라인의 해독이 오염 등의 노이즈 때문에 정확하게 주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인접한 라인을 추출

하여 같은 처리를 실시한다. 그 정보를 수치보완 정보로서 기록하고 수치정보를 재생할 때 이것에 따라 보완을 실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도트 패턴(601)은 그림책, 텍스트 등의 인쇄물(606)에 인쇄되어 도트 패턴부(607)로 구성된다. 이 도트

패턴부(607)를 카메라(602)가 화상 인식하고 해당 화상 데이터에서 추출된 수치화 데이터에 근거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음

성정보를 메모리에서 읽어내어 컴퓨터(608), PDA 또는 휴대전화 등의 스피커(609) 등의 출력수단을 통하여 그것에 대응

하는 음성, 음악을 재생한다.

도 4는 다른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의 구성을 나타낸 프로그램에 대한 도면으로, (a)는 도트 코드의 생성에 대

한 설명도이고, (b)는 도트 패턴의 인식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5에서 도 8은 다른 도트 패턴에 대한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

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카메라(602)로 수집한 화상 데이터는 화상처리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어 도트(605)가 추출되고, 왜곡률

보완을 위한 알고리즘에 따라 카메라(602)가 원인이 되는 왜곡과 카메라(602)의 경사에 의한 왜곡을 보완하기 때문에 도

트 패턴(601)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 도트 패턴의 인식은, 먼저 연속된 등간격의 도트(605)에 의해 구성되는 라인을 추출하고, 그렇게 추출된 라인이 정확한

라인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 라인이 정확한 라인이 아닌 경우는 다른 라인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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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추출된 라인의 하나를 수평 라인으로 한다. 이 수평라인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수직으로 연장된 라인을 추출한다.

수직라인은 수평라인을 구성하는 도트에서 시작하고, 다음의 점 또는 세번째의 점이 라인상에 없는 것으로 상하방향을 인

식한다.

최종적으로 정보영역을 추출하여 그 정보를 수치화하고, 이 수치정보를 재생한다.

도 9는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의 문장을 인쇄한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페이지의 왼쪽 상단의 아이콘(606a)을 카메라(602)로 읽고, 스위치를 켠다. 다음에는 그림(606b)에 해당

하는 이야기의 문장이 인쇄된 문장 부분(606c)를 카메라(602)로 읽어낸다. 아이콘(606a)과 문장부분(606c) 각각에는 도

트 패턴부(607)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트 패턴부(607)는 그림책의 몇 페이지의 어느 영역에 있는 정보인지를 인식

하며, 그것에 대응되게 기억된 이야기의 음성을 컴퓨터(608)에서 재생시킨다. 예를 들면, 도트 패턴부(607)의 도트(605)

는 카본으로 인자되고, 그 이외는 카본이 없는 칼라잉크로 인자 또는 인쇄됨에 따라 적외선 조사로 해독할 수 있다.

도 10은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의 문장을 인쇄한 다른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11은 그림책의 그림과 이야기의 문

장을 인쇄한 또 다른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본 발명의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은 이야기로 구성된 그림책에 국한되지 않으며,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

수를 알기 쉽게 가르치는 교재로 응용할 수 있다. 또한,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음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교재로 응용

할 수 있다.

컴퓨터(608), PDA 또는 휴대전화의 메모리에는 「소리가 나는 그림책」으로, 그림책의 그림과 함께 음악이나 주인공 등

의 회화까지 발생시키는 그림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억시킨다. 단, 조립 블록 등의 완구와 아울러 음성이 발생하

는 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소리가 나는 사전」으로서 외국어 단어나 문장을 덧쓰면 번역해 주는 사전 소프트로

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기억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본 발명의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용방법이 있다.

「소리가 나는 POP 그림책」

카메라(602)를 도트 패턴부(607)에 맞닿도록 하거나 주사시키는 특성을 활용하여 페이지를 열면 입체물이 나타나는

「POP 그림책」으로 편성할 수 있다. 페이지를 열면 나타나는 입체물 속에 도트 패턴부(607)를 부착하거나 인쇄하고, 이

도트 패턴부(607)를 찾아내어 카메라(602)의 선단부를 맞추면 다양한 음성이 발생하는 「소리가 나는 POP 그림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페이지를 열면 팝업에서 「공포의 건물」이 생기고, 「창」에 있는 도트 패턴부(607)를 카메라

(602)로 맞추면 「꺄악!」하며 여성의 비명소리가 재생되고, 「복도」에 있는 도트 패턴부(607)을 카메라(602)로 맞추면

「뚜벅, 뚜벅, 뚜벅 …」하는 무서운 발자국 소리가 재생된다.

「창작 그림책(창작책)」

인쇄부(606)인 그림책의 좋아하는 몇 군데에 도트 패턴부(607)을 부착할 수 있는데, 사용자 자신이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

는 도트 패턴부(607)를 붙이면 어디에서도 스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창작 그림책(창작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책, 대사 모음집, 사운드 리스트, 음원 데이터 등의 사용자가 좋아하는 대사나 음악의 도트 패턴부(607)를 그림

책(606)에 부착하여 오리지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도트 패턴부(607)가 형성된 음원 리스트의 씰이나 아이콘 씰 등을 준비하고, 아무 것도 그려 있지 않은 그림책에 사

용자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이러한 씰을 부착하여 오리지널 스토리를 창조하여 소리가 나는 그림책을 사용자 자신이 작

성할 수도 있다.

「소리가 나는 교재」

본 발명은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모든 세대에 맞는 「소리가 나는 교재」로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쇄물

(606)의 도트 패턴부(607)에 카메라(602)의 선단을 맞추거나 주사시키면 음성이 재생되고 영어회화 등의 어학교육이나

학습, 음악 등의 유아교육, 반복학습 등의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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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발명은 인쇄물(606) 등에 인쇄된 입력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마다 그것에 맞는 인터페이

스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 범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트 패턴 데이터를 컴퓨터(608)에 다운로드하고, 사용자가

해당 도트 패턴 데이터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널리 사용되는 프린터 장치로 지면상에 도트 패턴을 인쇄하면 전술한 「그림

이 나오는 그림책」등을 사용자 자신이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인쇄물(606) 등 그 밖의 매체의 도트 패턴부(607)에 URL정보를 정의하고, 카메라(602)로 도트 패턴부(607)를 촬영

한 화상 데이터에서 URL를 추출하여 컴퓨터(608)에 인스톨된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URL에 접근하여 소정의 동작을 실행

시키도록 해도 좋다.

도 12는 도트 패턴부(607)를 형성하는 터치 패널을 설명하는 사시도이다. 도 13은 도트 패턴부(607)를 형성하는 터치 패

널을 설명하는 분해 측면도이다.

기존의 터치 패널은 액정 디스플레이(LCD)나 CRT(브라운관) 등의 모니터 화면상에 배치되고, 투시된 화면의 지시에 따라

손가락이나 펜 등으로 위에서 누름에 따라 위치 입력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터치 패넬은, 예를 들

면 투명 필름 위에 ITO 등으로 이루어진 투명전극을 갖는 한 쌍의 상부 전극 시트와 하부 전극 시트가 전극 사이에서 절연

물이 되는 스페이서를 통하여 마주보도록 배치되고, 그 하부 전극 시트의 아래면에 수지로 구성된 투명 유지판이 투명 접

착층을 매개로 전면적으로 접착된 것이기 때문에 고가라는 단점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그 표면이 뒤로 젖혀져서 사용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가가 되지 않도록 투명 필름(611)에 도트 패턴부(607)를 인쇄한 터치 패널(612)과 보급형 카메라

(602)(펜형 스캐너)만을 사용하였다.

이 터치 패넬(612)을 컴퓨터(608) 등의 액정 디스플레이(LCD)나 CRT(브라운관) 등의 모니터(613)의 화면상에 배치하고,

투시되는 화면의 지시에 따라 카메라(602)로 맞추는 것으로 위치입력을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모니터 화면에 부착된 터

치 패널(612)에 카메라(602)를 향하게 하여 그 도트 패턴부(607)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도트 패

턴부(607)가 컴퓨터(608)의 모니터 화면에 대응한 정보를 인식하여 그것에 대응되게 기억된 다양한 음성 등을 재생시킨

다.

도트 패턴부(607)의 도트(605)가 카본을 주요 성분으로 한 경우, 빛을 흡수하기 쉬운 특성을 갖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의

광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카메라(602)로 도트 패턴부(607)의 화상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없다. 따라서, 모니터 화면

과 터치 패널(612)과의 사이에 적외선 차단 필름(614)를 배치하고, 모니터 화면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을 차단한다. 이에 따

라 카메라내에서 조사된 적외선만을 조사광으로 하여 도트(605)에서의 반사광을 인식하기 쉽도록 하여 도트 패턴부(607)

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며, 해당 컴퓨터(607)의 터치 패널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터치 패널(612)은 카메라(602)를 포인터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속하여 포인터를 인식함에 따라 트레이스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터치 패널(612)을 위로 향하게 배치하여 기존의 트레이스용 라이팅 테이블로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터치 패널이 컴퓨터(608)의 모니터 화면에 장착된 경우에서 설명하였지만, PDA의 표시화면, 사진 씰 판매기의 화

면, 은행의 ATM 단말의 화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도 14는 도트 패턴부(607)를 형성하는 마우스 패드와 마우스형 카메라로 이루어진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5는 마우스 형 카메라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이 실시형태는 카메라(602)를 마우스형의 케이스(615)에 내장하고 마우스 패드(616)와 조합시킨다. 이 마우스형 케이스

(615)안에 반투과식 경체(617)을 설치하고, 이 마우스형 케이스(615)의 아래면(615a)에 마우스 패드(616)의 표면을 인식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케이스(615)의 윗면(615b)의 열린 창(618)에서 마우스 패드 (616)에 인쇄된 좌표정보를 갖는 도

트 패턴부(607)를 맞추도록 되어있다. 이 창(618)측에 버튼(615c)을 설치한다.

이 마우스형 케이스(615)안의 카메라(602)가 마우스 패드(616)를 인식함에 따라 보통의 마우스를 대신하는 입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보통의 마우스가 상대좌표로 입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절대좌표로의 입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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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마우스형 카메라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a)는 평면도, (b)는 측면도이다. 도 17은 마우스형 카메라의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a)는 평면도, (b)는 측면도이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카메라(602)를 마우스형 케이스(615)의 돌출된 단부(615d)에 내장하였다.

이처럼 마우스형 케이스(615)에 돌출된 단부(615d)를 형성함에 따라 마우스 패드(616)의 소정 위치에 쉽게 위치를 결정

하고 버튼 스위치(615e)를 누를 수 있으며, 이 마우스형 케이스(615)의 아래면 (615a)에서 마우스 패드(616)의 표면을 인

식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615)의 아래면(615a)에 버튼 스위치(615f)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마우스 패드(616)의 소정 위

치에서 마우스형 케이스(615)를 마우스 패드면에 누르는 것만으로 이 버튼 스위치(615f)가 켜지게 되어 있다.

도 18은 도트 패턴부(617)를 형성하는 인쇄면을 타블렛으로 이용하는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카메라(602)가 내장되어 있는 펜 모양의 부재(619)와 테이블(620)(또는 트레이스대)을 조합하여 도트

패턴부(607)를 형성하는 인쇄면을 타블렛으로 이용한다. 테이블(620) 위에 도트 패턴부(607)가 인쇄된 종이(621)(인쇄

면)를 고정하고, 이 펜 모양의 부재(619)로 그림이나 문자를 맞추고, 스위치(622a)를 켜면 데이터를 컴퓨터(608)나 PDA

에 수집할 수 있다. 또한, 펜 모양의 부재(619)의 선단에 압력 스위치(622b)의 선단부를 돌출시킨다.

이 펜 모양의 부재(619)는 디스플레이를 보지않고도 보통의 그림이나 문자를 그리는 것과 같이 가까운 종이 위에 그림이

나 문자를 그리면 거기에 그려진 것을 카메라(602)가 그 음성 등의 정보를 인식하여 컴퓨터(608)나 PDA 등에 입력한다.

따라서, 일러스트나 도면작화용 및 트레이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마우스로 맞추면서 디스플레이를 볼 필

요가 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 입력부하가 감소된다. 또한, 기존의 타블렛이라 불리는 좌표 입력 기기를 통해서

만 실현할 수 있었던 조작을 싼 가격으로 실현할 수 있다.

도 19는 펜 모양 부재의 선단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20은 펜 모양 부재의 선단에 카

메라를 설치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펜 모양 부재(619)의 선단에 설치된 카메라(602)는 도시된 바와 같이 펜 모양 부재(619)의 선단에 자유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카메라(602)를 자유자재로 구성함에 따라 도트 패턴부(607)의 인쇄면에 대하여 카메라(602)를 항상 수직으

로 맞출 수 있으며, 카메라(602)(펜 모양 부재(619))의 경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왜곡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도 20은 압력 스위치를 펜 모양 부재의 선단에 설치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스위치(622)가 반드시 펜 모양

부재(619)에 설치될 필요는 없으며,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유자재로 카메라(602)측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카메

라(602)의 스위치(622)를 도트 패턴부(607)의 인쇄면에 누르는 것만으로 이 버튼 스위치(622)를 켤 수 있다.

이처럼 본 발명은 보통의 키보드와 마우스 대신에 이 컴퓨터(608)를 조작할 수 있고, 누르는 것만으로 누구라도 컴퓨터

(608)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람과의 친화성이 높은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다. 또한, 입력 패드보

다도 간단한 구조로 싼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발명의 실시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쇄물(606)이나 투명 필름(611)(터치 패널(612))의 도트 패

턴부(607)를 인식함에 따라, 소정의 정보나 음성을 재생시켜 다양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면 상술된 형태에 국한

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도 21은 본 발명의 카메라 입력에 의한 정보 입출력 방법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에 대한 도면으로, (a)는 도트 코드의 생성

에 대한 설명도이고, (b)는 도트 패턴의 인식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22는 도트 패턴의 일례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본 발명의 카메라 입력에 의한 정보 입출력 방법을 이용한 정보 입출력 방법은 도트 패턴(1)의 생성과, 그 도트 패턴(1)의

인식과, 이 도트 패턴(1)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수단으로 구성된 방법이다. 즉, 카메라 유니트(2)를 통

해 도트 패턴(1)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키 도트(3)을 추출한 후, 정보 도트(4)를 추출하고 디지털화하여 정보영역을

추출하며, 정보의 수치화를 도모하고, 그 수치정보에 따라 도트 패턴(1)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시키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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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도트 패턴(1)의 생성은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키 도트(KD)

(3a), 격자 도트(LD)(3b), 정보 도트 (4))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다. 도트 패턴(1)의 인식은 카메라 유니트(2)의 렌

즈에 의한 왜곡률의 보완, 또는 카메라 유니트(2)의 경사에 의한 왜곡의 보완, 키 도트(3a)(KD)와 정보 도트(4)의 수치정

보의 재생으로 이루어진다. 도트 패턴(1)에 대해서는 C-MOS 카메라 또는 CCD 카메라 등의 촬상소자를 갖춘 카메라 유니

트(2)를 이용하여 그 화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도트 패턴(1)은 다양한 인쇄물(5)에 인쇄되어 도트 패턴부(6)를 구성한다. 특히, 본 발명은 도 2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이 도트 패턴부(6) 이외에 사람이 그대로 정보내용을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된

정보 전달부(7)를 인쇄물(5)의 동일한 면에 인쇄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 전달부(7)는 카본이 들어있지 않은 잉크를 이용

하여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트 패턴부(6)를 구성하는 도트는 카본 잉크로 인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정보 입출력 방법은, 먼저 카메라 유니트(2)를 이용하여 도트 패턴부(6)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이 도트

패턴부(6)에 적외선을 조사함에 따라 카본이 들어있지 않은 잉크로 인쇄된 정보 전달부(7)에서 도트를 카본으로 인쇄한 도

트 패턴부(6)만을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된 정보 전달부(7)와 도트 패턴부(6)가

동일한 면에 겹쳐서 인쇄된 인쇄물(5)에 대하여 도트 패턴부(6)의 화상 데이터만을 수집함에 따라 도트 패턴부(6)의 정보

만을 추출할 수 있다.

도 23은 XY 좌표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24는 XY 좌표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을 인식하

며 그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도이다.

본 발명의 도트 패턴부(6)는 XY 좌표 정보로 작성되고, 그 XY 좌표 정보와 정보 전달부(7)의 내용을 관련지을 수 있다. 이

도트 패턴부(6)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카메라 유니트(2)를 이용하여 그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화상 정보를 디

지털화하여 수치화하며, 그 X방향, Y방향의 좌표 정보화한 것을 원형부분 A, 사각부분 B, 삼각부분 C로 표현한 각 정보 전

달부(7)의 내용중 임의의 위치에 대응시킨다. 이때, 도 24의 참조 테이블①을 이용하여 XY 좌표와 각 정보 전달부(7)의 내

용을 대응시킨다. 즉, 임의의 XY 영역이 정보 전달부(7)의 어느 내용인지를 대조시키고, 다음에는 도 24의 참조 테이블②

를 참조하여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출력한다.

이 XY 좌표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부(6)에 따르면, 미리 도트 패턴(1)을 인쇄한 인쇄물(5)을 준비하여 두고, 이 인쇄물

(5) 위에 정보 전달부(7)를 겹쳐 인쇄하는 것만으로 특정한 내용(컨텐츠)에 대한 XY 좌표의 영역과 음성 등의 정보 및 프

로그램을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정보 전달부(7)의 내용에 맞춘 도트 패턴부(6)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범용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도 25는 코드번호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26은 코드번호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의 인식

및 처리순서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본 발명의 도트 패턴부(6)를 상술한 XY 좌표 정보를 대신해서 코드번호정보로 작성하고, 그 코드번호정보와 정보 전달부

(7)의 내용을 관련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원형부분 A의 정보 전달부(7), 사각부분 B의 정보 전달부(7) 또는 삼각부분 C

의 정보 전달부(7)의 내용에 대응되게 각각 하나의 코드번호 정보를 포함한 도트 패턴부(6)을 인쇄한다. 이 도트 패턴부(6)

에 대해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카메라 유니트(2)를 이용하여 그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화상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수

치화(코드번호정보화)하고, 도 26의 참조 테이블을 참조하여 그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출력한다.

이 코드번호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부(6)에 따르면, 코드번호와 정보 전달부(7)의 내용이 직접 대응되기 때문에 도 2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참조 테이블을 하나 작성하면 된다. 또한, 참조 테이블을 하나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 처리 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XY 좌표 정보와 코드번호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부(6)를 인쇄물(5)의 동일한 평면상에 인쇄하는 것도 물론 가능

하다.

도 27은 인쇄물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카본이 들어있지 않은 칼라잉크로 인쇄된 문자 또는 그림 등의 정보 전달부에서 카본

잉크로 인쇄된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만을 카메라로 수집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설명도이다.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쇄물(5)은 백색 용지에 대하여 적외선 영역 파장에서 투명하고 또한 가시광선 영역 파장에서

발색하는 잉크, 예를 들면 카본이 들어있지 않은 잉크(염료 잉크) 등으로 인쇄된 정보 전달부(7)를 형성한 것이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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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인쇄물(5)에 적외선 영역 파장에서 발색하는 잉크로 인자, 예를 들면 토너 등의 카본 잉크, 적외선 잉크, 투명 잉크

등으로 인자된 도트 패턴부(6)를 형성한다. 이 정보 전달부(7)와 도트 패턴부(6)를 동일한 면과 겹쳐서 인쇄한 상태에서 카

메라 유니트(2)의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때, 적외선 필터(2a)는 가시광선 파장을 필터링하고, 적외선 영역 파장만을 통과

시킨다. 카메라로 도트 패턴(1)만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반대로, 도트 패턴부(6)를 먼저 인쇄하고, 다음에 정보 전달부

(7)을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메라 유니트(2)가 이러한 도트 패턴부(6)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인쇄된 도트를 인식하고, 그것을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

며, 그 수치정보를 해독함에 따라 도트 패턴부(6)가 인쇄물(5)의 어떤 영역에 있는 정보 또는 프로그램인지를 인식할 수 있

어 그것에 대응되게 기억된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부(메모리)에서 출력 및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트 패턴

부(6)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텍스트 및 화상 또는 음성으로 출력시킬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유니트(2)가 인쇄물(5)내의 도트 패턴부(6)의 화상 데이터만을 수집할 때에 도트 패턴부(6)에 자외선을 조사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방법은 인쇄물(5)이라는 매체를 개재하여 다양한 음성정보를 출력, 실행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책, 입체 그림책, 사진자체, 교재, 텍스트, 문제집, 잡지, 신문지, 카드, 회원증, 포토 스탠드, 접착제 부착 사진, 박물관내의

전시물의 설명, 카드게임, 보드게임, 팜플렛, 통신판매의 카다로그 등 모든 인쇄물(5)에 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인쇄물(5)

내의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 전달부(7)의 시각정보와 동시에 도트 패턴부(6)의 음성정보를 함께 인식할 수

있다.

도 28은 카메라 입력에 의한 정보 입출력 방법을 이용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의 제1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

이다.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는 카메라 유니트(2)로 이루어진 센서부(8), 처리부(9), 기억부(메모리)(10)로 이루어진 본체 처리부

(11)를 갖는다. 이 센서부(8)는 인쇄물(5)내의 도트 패턴부(6)의 화상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카메라 유니트(2)와,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는 화상 처리부(12)를 갖는다. 이 카메라 유니트(2)는 인쇄물(5)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

외선 발광부(13)를 갖는다.

본체 처리부(11)는 화상 처리부(12)에서 화상으로 처리된 수치를 이용하여 도트 패턴부(6)에 대응되게 미리 기억시킨 기

억부(메모리)(10)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 및 실행시키는 처리부(9)를 갖는다. 이 본체 처리부(11)에는 스피커(14), 이

어폰 또는 액정 모니터(25)등의 출력부(15)가 접속되어 있다. 이 출력부(15)는 음성에 의한 출력 이외에 음성출력(라인),

TV모니터 또는 컴퓨터로 화상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억부(10)에는 미리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기억부(10)에 입력부(17)인 마이크(17a)를 이용하여 음성에 따라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키는 것

도 가능하다. 이 입력부(17)에 마이크(17a) 이외에 음성 입력 단자, 영상 입력 단자, 컴퓨터 등을 접속하여 정보 및 프로그

램을 기억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를 들면 마이크(17a)를 이용하여 음성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 등의 인쇄물(5)에 자신이나 친한 사람

의 소리를 마이크(17)을 이용하여 기억시켜 두고, 그 이후에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로 그 인쇄물(5)를 해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인쇄물의 내용에 대응하는 음성정보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의 전언장치」나 사진에 소리를

넣은 「목소리 메시지가 들어간 접착제 부착 사진」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본체 처리부(11)에 통신 카드(16)을 장착하여 외부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 또는 실행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메

라 유니트(2)로 입력된 도트 패턴(1)을 수치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신 카드(16)을 통하여 서버 등의 컴퓨터(23)에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유니트(2)에 입력된 도트 패턴(1)을 수치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신 카드(16)을 통하여 서버 등의 컴

퓨터(23)에 송신하고, 그 데이터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메라 유니트(2)에 입력된 도

트 패턴(1)을 수치화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음성을 입력한다. 통신 카드(16)을 장착하여 상기 기억부(10)

에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킨다.

이처럼 통신 카드(16)를 이용하면 정보 및 프로그램을 쉽게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목소리로 대답하고, 이 음성 정보를 서버 등의 컴퓨터(23)로 송신할 수 있다. 문제집 또는 텍스트에

목소리로 회답하고 그 음성정보를 서버 등의 컴퓨터(23)에 송신하여 발음 테스트나 첨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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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쇄물(5)등 기타 매체의 도트 패턴부(6)에 URL정보를 넣고 스캔한다면 자동적으로 그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 또

는, 그 접속 후 특정한 동작을 시행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소리가 나오는 출판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림엽서, 편지에 음성정보를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인쇄물

(5)에 BGM(배경음악), SE(사운드 효과) 등을 이후에 부가할 수 있다.

이 본체 처리부(11)에 GPS(24)를 설치하면 현재의 위치 정보를 쉽게 표시할 수 있다.

도 29는 카메라 입력에 의한 정보 입출력 방법을 이용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한 기능 블록도이다.

이 실시형태의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는 센서부(8)에 카메라 유니트(2)만을 갖추고 있어 센서부(8)를 조밀하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은 실시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쇄물(5)내의 도트 패턴부(6)만을 인식하여 소정

의 정보나 음성을 재생시키는 다양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면 상술한 이용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도 30은 컴팩트한 케이스 본체에 수납된 휴대 정보 입출력 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1은 컴팩트한 케이스 본체에 수

납된 휴대 정보 입출력 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a)는 전체의 사시도, (b)는 평면도, (c)는 측면도, (d)는 정면도이다.

본 발명의 휴대 정보 입출력 장치는 손바닥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본체 케이스(18)내에 상술한 본체 처리부(11)을 수

납하고, 이 본체 케이스(18)에 카메라 유니트(2)를 약간 아래에 설치하며, 측면에 출력부(15)인 스피커(14)를, 또는 이어폰

단자(19)를 설치하고 있다. 이 본체 케이스(18)의 상부에 버튼 스위치(20)를 설치하고, 정면에 USB 단자(21)나 기억부

(10)인 메모리 카드용 슬롯(22)을 설치하고 있다.

본 발명의 휴대 정보 입출력 장치에 액정 모니터(25), 이어폰 잭(19), TV 모니터용 출력단자(26)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한, 본체 케이스(18)에 마이크(17a), 촬영 버튼(27), 수록 버튼(28), 프로그램 선택 버튼(29), 출력 램프(30), GPS(24), 음

성 입력 단자(31), USB 단자(21)나 기억부(10)인 메모리 카드용 슬롯(22)를 갖추고 있다.

이 본체 케이스(18)가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도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을 띤 형

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형성하면 인쇄물(5)의 도트 패턴부(6)의 화상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본체 케이스(18)의 형상은 도면에서와 같은 형태로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

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도 32와 도 33은 카메라와 출력 부분을 별도로 구성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이 실시형태는 카메라 유니트(2)를 상술한 화상 처리부(12), 기억부(10), 처리부(9) 및 출력부(15)와 분리하고, 인터페이

스부를 통하여 송신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부는 유선 이외에 무선으로 송신한다. 무선으로 송신할 때는 도

면과 같이 인터페이스부가 되는 무선 송신부(32)와 무선 수신부(33)를 통하여 송신할 수 있다.

도 33은 센서부(8)에 카메라(2)만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성하면 센서부(8)를 컴팩트하게 구성할 수 있다.

도 34는 카메라 유니트 부분과 출력측 본체를 분리한 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면에 나타낸 것은 카메라 유니트 부분과 출력측 본체를 분리하여 케이블(34)로 접속한 유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분리하면 인쇄물(5)에 카메라 유니트(2)를 쉽게 맞출 수 있고, 본 발명의 휴대 정보 입출력 장치를 탁상에서 사용하기 쉽게

된다. 이 카메라 유니트(2)는 카메라 주위에 링 모양의 스위치(35)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구성하면 인쇄물(5)로 카메라 유

니트(2)를 누르는 것만으로 스위치를 켤 수 있어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도 35는 카메라 유니트 부분의 다른 형태를 나타낸 사시도로, (a)는 펜형의 카메라 유니트, (b)는 펜형의 카메라 유니트,

(c)는 마우스형의 카메라 유니트, (d)는 청진기형의 카메라 유니트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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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펜형 카메라 유니트(2)는 펜(36)의 축 선단에서 바요넷트(37)에 의해 신축적으로 가동되도록 카메라 유니트(2)를 접

속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펜 축에 버튼 스위치(38)를 설치하고 있다. (b)의 펜형 카메라 유니트(2)는 펜(36)의 축 선단에

바요넷트(37)에 의해 신축적으로 가동하도록 카메라 유니트(2)를 접속하고, 또한 카메라 주위에 링 모양의 스위치(39)를

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구성하면 인쇄물(5)로 카메라 유니트(2)를 누르는 것만으로 스위치를 켤 수 있다. (c)의 마우스형

카메라 유니트(2)는 컴퓨터용 마우스 형태를 모방한 마우스형 본체(40)에 카메라 유니트(2)를 설치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우스형 본체(40)의 윗면에 버튼 스위치(38)을 설치하고 있다. 이 마우스형 카메라 유니트(2)는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마우스처럼 인쇄물(5)상에서 조작할 수 있다. (d)의 청진기형 카메라 유니트(2)는 청진기와 같

이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본체(41)에 카메라 유니트(2)를 설치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버튼 스위치(38)을 설치하고, 손

가락 끝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 36은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출력 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한 기능 블록도이다.

정보 입력 장치(118)는 카메라 유니트(102)로 구성된 센서부(108)와, 처리부(109)로 구성된 본체 처리부(111)을 갖는다.

이 센서부(108)는 인쇄물(5)내의 도트 패턴부(6)(도 27 참조)의 화상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카메라 유니트(102)와,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는 화상 처리부(112)를 갖는다. 이 카메라 유니트(102)는 인쇄물(5)에 적외선을 조사하

는 적외선 발광부(113)를 갖는다.

본체 처리부(111)는 화상 처리부(112)에서 화상 처리된 수치에 근거하여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며 미리 휴대전화기(10)

내에 기억시킨 기억부(메모리)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 및 실행시키는 처리부(109)를 갖는다. 이 본체 처리부(111)에

GPS(도시안됨)를 설치하면 현재의 위치정보를 쉽게 표시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110)의 기억부(메모리)에는 미리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켜 둘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되는 정보 및 프로

그램을 기억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휴대전화기(110)의 기억부에 마이크 또는 카메라(도시안됨)등을 이용하여 음성,

화상 또는 문자정보에 따라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도 37은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의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실시형태의 휴대 정보 출력 장치는 센서부(108)에 카메라 유니트(102)만을 구비하여 센서부(108)를 컴팩트하게 구성할

수 있다.

도 38은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상술한 정보 입력 장치(118)는 휴대전화기(110)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기(110)에 정보 입력 장치

(118)를 장착하면 카메라 유니트(102)에서 수집한 도트 패턴부(6)에 대응하는 정보나 프로그램을 그 휴대전화기(110)에

서 출력 및 실행시킬 수 있다.

도 39는 휴대전화기용 카메라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상술한 정보 입력 장치(118)는 휴대전화기(110)에 인터페이스부(19)를 통하여 장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 입력 장치

(118)를 휴대전화기(110)에 인터페이스부(19)를 통하여 장착하면 정보 입력 장치(118)만을 자유롭게 동작시킬 수 있다.

휴대전화기(110)에 장착하는 이 정보 입력 장치(118)는 다음과 같은 이용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인쇄물(5)내의 문자 또

는 그림 등으로 구성된 정보 전달부(7)에서 시각정보와 동시에 도트 패턴부(6)에 연동하는 음성정보를 함께 인식할 수 있

다. 이때, 휴대전화기(110)에 음성정보 이외에 화상, 텍스트 등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인쇄물(5)로는 교재, 텍스트,

문제집, 잡지, 신문지, 사진자체, 카드, 회원증, 포토 스탠드, 접착제 부착 사진, 박물관내의 전시물에 대한 설명, 카드게임,

보드게임, 팜플렛, 통신판매의 카다로그 등이 있다.

또한, 정보 입력 장치(118)와 휴대전화기(110)의 장착 수단은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

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도 40은 정보 입력 장치를 내장한 휴대전화기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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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정보 입력 장치(118)를 휴대전화기(110)에 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휴대전화기(110)와 정보 입력 장치

(118)를 일체화하면 보다 조밀한 정보 입출력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110)의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기억부에 외부로부터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키고, 이렇게 기억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다. 이처럼 구성하면 정보 및 프로그램을 쉽게 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유니트(102)로 입력된 도트 패턴(1)을 수치화하고, 그 데이터를 휴대전화기(110)의 통신기능을 이용하

여 서버 등의 컴퓨터(123)에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유니트(102)로 입력된 도트 패턴(1)을 수치화하고, 그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기(110)의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서버 등의 컴퓨터(123)에 송신하고, 그 데이터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메라 유니트(102)로 입력된 도트 패턴(1)을 수치화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음성, 텍스트, 화상을 입력한다. 이전부터 공급되는 휴대전화기용의 막대한 컨텐츠에 대해서도 도트 패턴(1)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쉽게 출력과 실행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휴대전화기(110)의 통신기능을 이용하면 정보 및 프로그램을 쉽게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

사에 목소리로 대답하고, 이 음성정보를 서버 등의 컴퓨터(123)에 송신할 수 있다. 문제집 또는 테스트에 목소리로 회답하

고, 그 음성정보를 서버 등의 컴퓨터(123)에 송신하여 발음 테스트나 첨삭을 하는 이용방법도 있다.

또한, 휴대전화기(110)에 GPS를 설치하면 현재의 위치정보를 쉽게 표시할 수 있다.

도 41은 본 발명의 도트 패턴을 이용한 실시형태인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42는 실시형태인 휴대전용 전

자완구를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43은 실시형태인 휴대용 전자완구를 나타낸 우측도면이다. 도 44는 실시형태인 휴대용

전자완구를 나타낸 좌측도면이다. 도 45는 실시형태인 휴대용 전자완구를 나타낸 저면도이다.

실시형태인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도트 패턴의 정보를 재생시킴에 따라 매체(802)가 되는 서적, 게임카드, 소물류 또는

완구 등에 관한 다양한 음성 또는 음악을 발생시키는 완구이다. 이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서적 등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음성을 인식시키는 도트 패턴부(803)와, 다양한 음성을 기억시킨 음성 기억부(804), 그 음성을 스피커(805)로 재생시키는

처리부(CPU)(806), 음성재생 LSI(807)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케이스 본체(808)내에 수납한 것이다. 이 케이스 본

체(808)에 케이블(809)을 통해 도트 패턴부(803)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펜형 카메라(810)를 접속한 것이다.

휴대용 전자완구(801)의 케이스 본체(808)내에 수납된 음성 기억부(804)는 서적 등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음성을 인식시

키는 도트 패턴부(803)의 정보에 근거하여 재생되는 음성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음성기억부(804)는 그대로 내부 메

모리로서 사용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여 최신의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그 음성내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한 대의 휴대용 전자완구(801)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801)는 서적, 게임카드, 소물류 또는 완구류에 부착된 도트 패턴부(803) 또는 서적 등에서 인식신호가 되는 숫자,

문자 등을 직접 인쇄한 도트 패턴부(803)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카메라(810)로 수집된 도트 패턴부(803)의 화상 데

이터는 화상 처리 알고리즘으로 처리되어 도트가 추출되고, 왜곡 보완을 위한 알고리즘에 따라 카메라(810)가 원인이 되

는 왜곡을 보완하기 때문에 왜곡률이 높은 렌즈를 부착한 보급형 카메라(810)로 도트 패턴부(803)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

할 때에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도트 패턴부(803)의 면에 대하여 카메라(810)를 비스듬히 하여 해독하더라도

그 도트 패턴부(803)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 카메라(810)는 도트 패턴부(803)의 정보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음성, 음악을 음성재생 LSI(807)를 통해 스피커

(805)에서 재생한다.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의 케이스 본체(808)는, 예를 들면 세로 13cm x 가로 18cm의 「시스템 수첩」사이즈로

쉽게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구성된다. 따라서, 휴대용 전자완구(801)를 손에 들거나 가방에 넣어 휴대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 본체(808)에 설치된 액정표시부(812)를통해 음성 이외의 정보도 동시에 표시한다. 이 액정 표시부(812)는

화상재생 LSI(813)에 의해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음성 이외의 정보도 동시에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

의 휴대용 전자완구(801)의 응용범위는 넓다. 이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케이스 본체(805)의 측면 스위치(14)를 ON시키

면 파일럿 램프(Pilot lamp)(15)가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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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기억부(804)는 그 기억매체(816)으로 플래쉬 메모리, 컴팩트 플래쉬, 스마트미디어, 기억용 IC카드, 메모리 스틱 등

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성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음성 기억부(804)는, 예를 들면 외국어 발음 등을 음성으로 가르치는 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데이터(음성데이터,

화상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또는 문자, 기호 등의 캐릭터 코드 데이터)를 기억한다. 그밖에 음성 기억부(804)에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림책이나 피규어(figure) 인형을 사용하는 악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조립 블록 등의 완구와 함께

음성이 발생하는 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소리가 나는 그림책」으로 그림책의 그림과 함께 음악이나 주인공 등의

회화까지 발생시키는 그림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소리가 나는 사전」으로 외국어 단어나 문장을 덧쓰면 번역해

주는 사전소프트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기억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대전형(對戰型) 카드와 조합하여 그 대전 게임이나 RPG 소프트가 가능하다. 「판촉 툴」로서 상품의 특징

이나 회사개요를 음성으로 해설하는 팜플렛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정보(가이드 등)」로 박물관 등의 시설이나

관광지의 명소 등을 음성으로 해설하는 전자기기로 이용할 수 있다.

카메라(810)는 사용후에 본 발명인 휴대용 전자완구(801)을 휴대할 수 있도록 케이스 본체(808)의 측면에 격납할 수 있도

록 구성된다.

카메라(810)의 근처에 라이트(도시안됨)를 설치하여 도트 패턴부(803)를 비춤에 따라 어두운 장소에서도 이 도트 패턴부

(803)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서적, 게임카드, 소물류 또는 완구 등의 매체(802)와 도트 패턴부(803)를 조합하여 다

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리가 나는 교재」

케이스 본체(808)의 저면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사이즈 서적을 교재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휴대가 뛰어나다는 장점

을 활용하여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서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게 맞는

「소리가 나는 교재」로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적의 문자를 덧쓰면 음성이 재생되어 영어 회화 등의 어학교육이

나 학습, 음악 등의 유아교육, 반복 학습 등의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대전 카드 게임」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대전 카드 게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 카드 게임에 대응하는 「전용 씰과 데이

터집」을 제작하고, 각각의 카드에 대응되는 도트 패턴부(803)를 부착하면 휴대용 전자완구(801)에서 그 카드의 캐릭터가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캐릭터의 목소리로 해설을 하거나 비법을 가르치는 등 카드 기능을 확장하

는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기 영화 카드의 「전용 씰과 데이터집」을 제작하고 카드에 대응하는 도트 패턴부(803)를 부착하면 영화의 대사

나 음악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또한, 확실한 팬 층을 갖는 아이돌 카드의 「전용 씰과 데이터집」을 제작하고, 각각의

카드에 대응하는 도트 패턴부(803)의 씰을 부착하면, 아이돌 본인의 신선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때, 한 장에 들어

있는 곡이 1 프레이즈만 흐르고 전부 모이면 1곡이 되는 타이업(tie up) 전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의 몸 주위의 다양한 물체에 도트 패턴부(803)을 부착하고, 소리를 내어 즐길 수 있는 장

난스런 「전용 씰과 데이터집」을 제작한 후, 몸 주위의 물체에 도트 패턴부(803)을 부착하여 카메라(810)로 맞추면 이야

기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미니카 키트로 구성하고, 소리가 나오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전용 씰과 데이터집」을 제작한다. 건널목이나 건물이 있는 미니카용 도로 키트에 도트 패턴부(803)을 설

치하고, 건널목에 오면 「땡땡땡」, 도로를 빠져 나오면 「끽! 위험해요!」라는 음성이 흘러나오게 하면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도트 패턴부(803)가 많이 프린트된 T셔츠를 제작하여 입고 즐기는 새로운 놀이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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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운세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 혼자 즐기는 것은 물론 신년모임이나 망년회 파티에

서 여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용 문자판」에 쓰여진 문자(도트 패턴부(803))를 순서대로 카메라(810)로 맞

추면 무작위로 재미있는 코멘트가 흘러나오게 된다. 문자판을 사용하여 이름을 입력하면 이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의 운세」 등의 코멘트가 흘러나오게 하고, 예를 들면 「연애운, 직업운, 건강운 모두 최악. 단 동물운만은 최고입니

다. 외출한다면 산보하고 있는 개와 멋진 사랑이 싹틀지도!」라는 재미있는 코멘트를 표시할 수 있다.

「보물찾기 게임」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보물찾기 게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의 수만큼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을 준비하고, 사전에 도트 패턴부(803)를 다양한 장소에 숨겨서 붙여둔

다. 그 후, 일제히 시작 지점(현관 등)을 출발하여 숨겨진 도트 패턴부(803)를 찾아내는데, 「복도를 찾아라」라는 다음 장

소로의 이동 지시에 따라 가장 빨리 목표지점인 도트 패턴부(803)를 발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어 번역장치」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외국어 번역 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

영자신문이나 외국 잡지 등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카메라(810)로 단어(도트 패턴부(803))를 맞추면 일본어로

번역된 소리를 내어도록 할 수 있다.

복수의 휴대용 전자완구(801)가 네트워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스 본체(808)에 USB 커넥터(도시안됨)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USB 커넥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서로 접속하거나 컴퓨터 등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46은 주로 미니 피규어(figure)에 상응하는 음성을 발생시키는 휴대용 전자완구의 실시형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7은 복수의 음성 발생 완구를 컨트롤러 유니트에 접속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실시형태의 휴대용 전자완구(812)는 주로 미니 피규어에 상응하는 음성을 발생시키도록 구성된 완구이다. 이 휴대용 전자

완구(821)는 미니 피규어(822)의 캐릭터에 상응하는 음성정보를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 정보가 기록된 도트 패턴부(803)

와 케이스 본체(823)내에 수납되는 음성이 기록된 음성기억부(804), 카메라(810), 음성을 스피커(805)로 재생시키는 처

리부(CPU)(803), 음성재생용 LSI(807)을 갖추고 있다.

도트 패턴부(803)는 미니 피규어(822)의 태(台)(824) 또는 병뚜껑의 내면 천장에 부착되도록 원형모양의 시트로 구성되는

데, 그 일면에 접착제를 부착하고 시트의 다른 면에 도트 패턴부(803)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이 시트를 대신하여 미니 피

규어(822) 자체에 도트 패턴부(803)를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용 전자완구(821)의 케이스 본체(823)내에 수납된 음성 기억부(804)는 그대로 내부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여 최신의 컨텐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입력 또는 네트

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그 음성내용을 갱신할 수 있으며, 한 대의 휴대용 전자완구(821)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케이스 본체(823)의 중앙부분의 카메라(810) 부근에 조명수단인 라이트를 설치하여 도트 패턴부(803)를 비추어 어두운

장소에서도 이 도트 패턴부(803)를 정확하게 그 화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8은 실시형태의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네트워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수의 휴대용 전자완구(821)의 케이스 본체(823)에 USB 커넥터(도시안됨)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USB 커넥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컴퓨터 등에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49는 본 발명의 광학문자인식(OCR)을 이용하는 실시형태인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이 실시형태에는 상술된 실시형태의 카메라(810)와 도트 패턴부(인식 씰)(3)를 대신하여 광학문자인식 센서 펜(931)과 음

성인식 신호부(32)를 채용하였다. 즉,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여 매체(802)가 되는 서적, 게임카

드, 소물류 또는 완구 등에 관한 다양한 음성 또는 음악을 발생시키는 완구이다. 이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서적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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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항과 관련된 음성을 인식시키는 음성인식 신호부(832), 다양한 음성을 기억하는 음성기억부(804), 그 음성을 스피커

(805)로 재생시키는 처리부(CPU)(806), 음성재생 LSI(807)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케이스 본체(808)내에 수납하

고 있다. 이 케이스 본체(808)에 케이블(809)로 광학문자인식 센서 펜(831)을 접속한 것이다.

광학문자인식 센서 펜(831)은 서적, 게임카드, 소물류 또는 완구류에 부착되는 아이콘 씰(음성인식 신호부(832)) 또는 서

적 등에서 인식신호가 되는 숫자, 문자 등이 직접 인쇄된 음성인식 신호부(832)를 스캔하는 것이다. 즉, 이 광학문자 인식

센서 펜(831)은 음성인식 신호부(832)에 기재된 숫자, 간소한 마크 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음성, 음악을 음성재

생 LSI(807)를 통해 스피커(805)에서 재생시킨다.

도 50은 자성체를 이용하는 실시형태를 나타낸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이 실시형태는 상술된 실시형태의 카메라(810)와 도트 패턴부(인식 씰)(3) 대신에 자기해독 센서 펜(841)과 자기 기록부

(42)를 채용하였다. 즉, 이 휴대용 전자완구(801)는 매체(802) 등에 상응하는 음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자기 기록부(42)

를 이용하며, 이 자기 기록부(842)에 대응하는 음성이 기억된 음성 기록부(804)와 이 자기 기록부(842)를 해독하는 자기

해독 센서 펜(841)을 갖추고 있다. 이 자기해독 센서 펜(841)이 자기 기록부(842)를 해독하면 음성기억부(804)에서 그것

에 대응하는 음성을 읽어와 음성재생 LSI(807)를 통해 스피커(805)에서 재생시킨다.

이 실시형태는 매체(802)의 종류에 대응하는 음성, 음악을 재생할 뿐만 아니라 매체(802)에 부착된 자기 기억부(842)의

기록내용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도 51은 카메라 등의 촬영 펜을 이용하는 실시형태를 나타낸 휴대용 전자완구의 기능 블록도이다.

이 실시형태는 상술된 실시형태의 도트 패턴부(인식 씰)(803)를 대신하는 것이다. 즉, 매체(802)에 인쇄된 각각의 형상 또

는 색채에 대응하는 음성이 기억된 음성 기억부(804)와, 매체(802)에 인쇄된 형상 등을 촬영하는 CCD카메라 등의 촬영

펜(851)과, 이 촬영 펜(851)으로 촬영된 형상, 색채 또는 형상과 색채에 관한 영상에 근거하여 음성기억부(804)에서 그것

에 대응한 음성을 읽어와 스피커(805)를 통해 재생시키는 처리부(806)을 갖추고 있다.

이 실시형태는 도트 패턴부(803), 음성인식 신호부(인식 씰)(832) 또는 자기기록부(자기 시트)(842)를 이용하지 않고 매

체(802)에 인쇄된 형상과 색채에 대응하는 음성,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또한, CCD 카메라 등의 촬영 펜(851) 근처에 라

이트(도시안됨)를 설치하여라 매체(802)를 비춤에 따라 어두운 곳에서도 그 형상 등을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이 CCD카메라 등의 촬영 펜(851)을 이용하면 매체(802)에 부착되는 음성인식 씰(852)를 이용하여 그 매체(802)에

대응하는 다양한 음성 또는 음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체(802)에 부착될 수 있고 또한 해당 매체(802) 등에

상응하는 음성을 인식시키는 음성인식 씰(852)과, 이 음성인식 씰(852)에 대응하는 음성이 기억되는 음성 기억부(804),

음성인식 씰(852)를 촬영하는 촬영 펜(851), 이 촬영 펜(851)으로 촬영된 음성인식 씰(852)의 인식신호가 되는 숫자, 문자

등에 관한 영상에 근거하여 음성 기억부(804)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음성을 읽어와 스피커(805)로 재생시키는 처리부

(806)을 갖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실시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적 등의 매체(802) 자체를 인식하여 소정의 음성을 음성

재생 LSI(807)를 통해 스피커(805)에서 재생시키는 다양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면 도면에 나타난 케이스 본체

(808)의 형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도 52와 도 53은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 기능을 갖는 피규어(figure) 유니트에 있어서, 카메라와 출력부를 하나로

구성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실시형태는 카메라(202)와 화상 처리부(212)로 구성된 센서부(208)와, 처리부(209)와 기억부(메모리)(210)로 구성된 본

체 처리부(211)를 갖추고 있다. 이 센서부(208)는 인쇄물(5)중의 도트 패턴부(803)의 화상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카메라

(202)와,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는 화상 처리부(212)를 갖추고 있다. 이 카메라(202) 근처의 인쇄물(5)

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발광부(213)를 갖추고 있다.

본체 처리부(211)는 화상 처리부(212)에서 화상 처리된 수치를 이용하여 도트 패턴부(803)에 대응하는 미리 기억된 기억

부(메모리)(210)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 및 실행시키는 처리부(209)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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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부(10)에는 미리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생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기억부(10)에 마이크(17)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음성에 따라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키는 것도 가능

하다.

도 53은 실시형태의 변형예로 센서부(208)는 카메라(202)만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구성하면 센서부(208)를 조밀하게 구

성할 수 있다.

도 54와 도 55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 기능을 갖는 피규어(figure) 유니트에 있어서,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

트를 별도로 구성한 실시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이 실시형태는 카메라 유니트(A)와 출력 유니트(B)로 구성된 것이다. 카메라 유니트(A)는 카메라(202)와 화상 처리부

(212)로 구성된 센서부(208)와 인터페이스부인 무선송신부(21)로 구성되고. 이 센서부(208)는 인쇄물(5)내의 도트 패턴

부(803)의 화상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카메라(202)와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는 화상 처리부(212)를 갖

추고 있다. 이 카메라(202) 근처에 인쇄물(5)로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발광부(213)를 갖추고 있다.

출력 유니트(B)는 무선 수신부(22)와, 처리부(209) 및 기억부(메모리)(210)로 구성된 본체 처리부(211)와, 스피커(14) 등

의 출력부(15)를 갖춘 것이다. 본체 처리부(211)는 화상 처리부(212)에서 화상 처리된 수치를 이용하여 도트 패턴부(803)

에 대응하며 미리 기억시킨 기억부(메모리)(210)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 및 실행시키는 처리부(209)를 갖추고 있다.

인터페이스부인 무선 송신부(21)와 무선 수신부(22)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통신하다. 출력 유니트(B)로 컴퓨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도 55는 실시형태의 변형예로 센서부(208)는 카메라(202)만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구성하면 센서부(208)를 조밀하게 구

성할 수 있다.

도 56은 카메라 유니트를 갖추고 있는 피규어(figure)를 나타낸 사시도로, (a)는 인형, (b)는 축구공, (c)는 자동차, d)는 동

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규어(figure)(218)에 카메라(202)가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유니트(A)를 갖춘 피규어

(figure) 유니트이다. 카메라(202)의 렌즈를 하방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이 피규어(218)를 인쇄물(5)의 위치시킨 후, 이 도

트 패턴부(803)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이 도트 패턴부(803)에 적외선을 조사하면 카본이 들어있지 않은 칼라 잉크

로 인쇄한 정보전달부(7)에서 도트를 카본으로 인쇄한 도트 패턴부(803)만을 해독하게 된다. 또한, 피규어(218)의 형상은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상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피규어(figure) 유니트는 인쇄물(5)이라는 매체를 개재하여 다양한 음성정보를 출력, 실행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용방법이 있다.

「주사위놀이」나 「보드게임」의 말로 이용

본 발명의 피규어(figure)(218)는 「주사위놀이」나 「보드게임」의 말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피규어(218)를 「주사위놀

이」나 「보드게임」의 위에 두면 피규어(218)의 카메라(202)에 의해 인쇄물(5)상의 도트 패턴(803)이 특정한 음성을 발

생시켜 지시내용을 음성으로 알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사위놀이」나 「보드게임」의 놀이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군인장기」의 말로 이용

본 발명의 피규어(figure)(218)는 「군인장기」의 말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피규어(figure)(218)를 「군인장기」의 장기판

(인쇄물(5))위에 두면 피규어 (figure)(218)의 카메라(202)에 의해 보드게임의 베이스(인쇄물(5))상의 도트 패턴부(803)

가 특정한 음성을 발생시켜 지시내용을 음성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게임으로 도약시킬 수 있

다. 예를 들면, 본체의 처리 프로그램에 따라 말(피규어(figure)(218))의 대결에 우연성이나 시간축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러한 부가가치는 실제의 전장을 리얼하게 재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평범한 군인장기에는 없던 새로운 전략을 만들

어내어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도 57은 본 발명의 피규어(figure) 유니트를 새로운 시뮬레이션 보드게임의 중앙 전장에 둔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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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뮬레이션 보드게임」의 말로 이용

본 발명의 피규어(figure) 유니트는 「보드게임」의 말로 이용할 수 있다. 베이스(인쇄물(5))와 피규어(figure)(218)를 설

치하고 베이스(인쇄물(5))의 위에 피규어(figure)(218)를 배치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대전할 때에는 중앙의 배틀 스테

이지(battle stage)(인쇄물(5))에 서로 마주보도록 피규어(figure)(218)을 두는데, 스테이지에는 도트 패턴부(803)와 정보

전달부(7)가 인쇄되어 있으며, 이 도트 패턴부(6)를 피규어(figure)(218)의 카메라(202)로 해독하고, 내부의 처리 프로그

램에 따라 복잡한 대전을 전개할 수 있다.

이처럼 본 발명의 피규어(figure) 유니트는 인쇄물(5) 등에 인쇄되는 입력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마

다 그것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경유하여 종이의 인터페이스를 PDF 등으로 다운로드하여

프린터장치로 출력하고,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 등에 설치하면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공급할 수도 있다.

도 58은 피규어(figure)의 하나의 형태인 봉제인형내에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트를 내장시킨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

를 나타낸 설명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카메라 유니트(A)와 출력 유니트(B)는 상술한 피규어(figure)(218)의 일 형태이다. 천 또는 스폰지와 같은 탄력

성 소재를 소정의 형태를 갖는 외피에 넣은, 소위 봉제인형(231)내에 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카메라 유니트

(A)의 렌즈 부분을 그대로 봉제인형(231)의 안구(232) 부분에 배치하는 동시에 출력 유니트(B)를 봉제인형(231)의 몸체

(233)내에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내장한다. 이처럼 구성하면 마음에 드는 봉제인형(231)을 그대로 소정의 정

보나 소리를 재생시키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도 59와 도 60은 피규어(figure)의 일 형태인 봉제인형내에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트를 내장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

낸 설명 단면도이다.

봉제인형(231)내에 내장되는 카메라 유니트(A)를 반드시 그 봉제인형(231)의 안구(232) 부분에 배치할 필요는 없다. 예

를 들면, 봉제인형(231)의 안구(232) 부분 이외에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봉제인형(231)의 손(34)에 배치할 수 있다. 이

밖에 본 발명의 카메라 유니트(A)는 봉제인형(231)의 엉덩이, 배, 다리, 그 밖의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이

카메라 유니트(A)의 배치위치는 봉제인형(231)의 종류나 크기 또는 놀이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발명의 실시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쇄물(5)내의 도트 패턴부(6)만을 인식하여 소정의 정보나

음성을 재생시키는 다양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면 상술된 이용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도트 패턴에 대한 사양에 대하여 도 103∼도 106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도트 패턴부(601)는 도 10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격자모양으로 배치된 도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로 세로방향의 격자

선은 도트의 배치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인쇄물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4x4개의 격자 영역을 하나의 데이터 블록 또는 격자 블록으로 부르고, 이 격자 블록의 네 귀퉁이(격자선의 교점

(격자점)상)에 격자 도트(LD)가 배치되어 있다. 격자 도트(LD)끼리의 간격은 0.35mm∼1.0mm, 바람직하게는 0.5mm 정

도인 것이 최적이다. 또한, 도트의 직경은 격자 도트 간격의 8∼10%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격자 블록에서 어느 격자 블록까지가 하나의 데이터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키 도트(KD)를 배치하고 있다.

키 도트(KD)란, 격자 도트(LD)의 위치를 벗어난 것이다. 즉, 격자 도트(LD)는 본래 격자점 위에 배치되지만, 이 위치를 벗

어나서 키 도트(KD)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키 도트(KD)의 격자점에서의 차이는 약 20% 전후가 바람직하다.

키 도트(KD)로 둘러싸인 영역, 또는 키 도트(KD)를 중심으로 한 영역이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병렬은 도 10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왼쪽 위에서 아래쪽을 향하여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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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도 10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트(605)가 격자 블록내의 중심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에 따라 데이터의

내용을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도면에서, 중심에서 같은 거리로 45도씩 각각 벗어난 점을 8개 정의함에 따라 단

일한 격자 블록에서 8, 즉 3비트의 데이터를 표현할 있다. 또한, 중심점에서 거리를 변경한 점을 8개 정의하면 16, 즉 4비

트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도트 패턴은 1개의 데이터 블록을 구성하는 격자를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키 도트(KD)가 데이터 영역 범위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 도트(KD)의 배치를 변경하면 가변성이 있는 격자 블

록군을 데이터 격납 영역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도트 패턴에서는 키 도트가 벗어난 방향을 변경하면 동일한 도트 패턴부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키 도트(KD)가 격자점에서 벗어나면 키 도트(KD)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벗어난 방향이 격자점에서 같은 거

리로 45도씩 벗어나면 8 패턴의 키 도트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트 패턴부를 C-MOS 등의 촬상수단으로 촬상하면 해당 촬상 데이터가 해당 촬상 수단의 프레임 버퍼에 기록

되지만, 이때 만약 촬상 수단의 위치가 지면의 연직축(촬영축)을 중심으로 회전된 위치, 즉 촬영축을 중심으로 회전된 위치

(벗어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촬상된 격자 도트와 키 도트(KD)와의 위치관계에서 촬상수단의 촬상축을 중심으로 한 차

이(카메라의 각도)를 알 수 있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 카메라로 같은 영역을 촬영하여도 각도라는 다른 차원의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위치의 같은 영역을 해독하여도 각도마다 다른 정보를 출력시킬 수 있다.

다시말해, 동일영역에 각도 파라미터에 따라 계층적인 정보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원리를 응용한 것이 도 74, 도 76, 도 78에 나타낸 예이다. 도 74는 미니 피규어(1101)을 대좌상에서 45도씩 회전시키

면 이 미니 피규어(figure)(1101)의 저면에 설치된 스캐너부(1105)에 의해 도트 패턴부의 해독 정보와 함께 다른 각도 정

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8개의 음성내용을 출력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더미(dummy) 도트(DD)를 정의할 수 있다. 이 더미 도트(DD)는 4개의 격자 도트(LD)의 정중심에 배치된 도

트이다(도 106(a)참조). 이러한 더미 도트는 마스크 영역마다의 경계를 정의하는 그림책 등에 적용되고 있다. 도 106(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스크1과 마스크2 영역의 경계에 더미 도트(DD)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마스크 경계에 더미 도트

(DD) 영역을 배치하면 각각의 마스크 영역에서 정의되는 코드정보를 동시에 해독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106

(d)은 더미 도트(DD)의 배치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또한, 그림책 등의 배경부분에는 격자 도트의 중심에 도트를 배치하지 않은 빈 도트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 도트

는 정보가 기록된 보통의 더미 도트에 비해 도트수가 적기 때문에 도트 패턴이 눈에 띄지 않는 인쇄가 가능하게 된다. 또

한, 빈 도트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생기기 어렵고 단일 색인 배경에 적당하다.

또한, 본 발명은 본래의 촬영 중심을 포함하는 1블록 분량의 데이터를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촬영중심 근방의 격자 데이

터(정보 데이터)를 블록을 걸쳐 해독 데이터로 설정하여도 좋다. 이 경우, 본래의 1블록에서 빠진 정보 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접한 다른 블록에서 읽고 1블록 분량의 데이터로 보완하여 입력을 완료할 수 있다.

XY 좌표를 정의하는 도트 패턴은 촬영중심과는 다른 블록에서 그것에 상당하는 XY 좌표를 구성하는 정보 도트를 읽고 보

완하여 촬영중심의 XY 좌표값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격자 도트를 이용하는 도트 패턴이기 때문에 촬영조건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촬영조건(카메라 렌즈의 왜곡, 카메라의 촬상각도, 종이의 변형)에 따라 도트 패턴 전체가 왜곡을 일

으켰을 경우, 4개의 격자 도트에 의해 형성되는 형상과 정보 도트의 위치 엇갈림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격자 도트의 상

대적인 위치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격자 도트를 기준으로 보완계산을 실시하면 각 정보 도트, 키 도트에 대한 실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격자 도트를 이용하는 도트 패턴은 왜곡에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도 61에서 도 67은 본 발명의 카메라에 의한 도트 패턴 입력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이용하는 카메라를 통해 서브 블

록으로 구성된 1블록 상당의 도트 패턴을 읽어내는 방법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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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카메라가 피사체에 빛을 조사함에 따라 LED와, LED에서 출사되는 빛을 걸러내기 위한 LED 아

크릴 필터, 피사체의 반사광을 걸러내기 위한 가시광 필터(적외선 투과 필터)를 갖추고 있다. 카메라를 수납하는 통은 긴

방향이 10mm 전후로 구성되고, 도트 패턴의 촬상 범위가 직경 10mm라면 4mm x 4mm의 도트 패턴 1블록 분량(I1∼I16)

을 읽어내기 위하여 최대 2r = 2 x 4 = 11.28mm의 촬상 범위가 필요하다(도 62참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1블록으로 구성된 키 도트의 주변에 배치된 정보 도트 16개를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 도트와 독립적인 정보를 갖는 4개의 정보 도트마다(1/4 블록(서브 블록)마다) 읽는다. 이에 따라 촬상 범위에서 벗어

난 1/4블록의 정보 도트를 촬상 범위내에 있으며 다른 블록의 대응하는 정보 도트(1/4블록)을 입력함으로써, 1블록 분량

의 정보를 촬상 범위인 직경 10mm내에서 입력 가능하게 된다.

상기의 방법에 따라 입력된 임의의 1/4블록중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 다른 블록의 대응하는 정보 도트(1/4블록)를 입력

하고 에러 수정을 실시한다.

도 64는 카메라의 촬상 중심이 B1블록의 I8인 것을 나타낸 것으로, 촬상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B1블록[I1∼I16]을 입력한

다.

도 65는 카메라의 촬상중심이 B1블록의 I2인 것을 나타낸 것으로, 카메라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B1 블록의 [I1,I2,I3,I4] 및

[I5,I 6,I7,I8]과 B2블록의 [I9,I10,I11,I12] 및 [I13,I14,I15 ,I16]을 입력한다.

도 66은 카메라의 촬상중심이 B1 블록의 I6인 것을 나타낸 것으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B1블록의 [I5,I6,I7,I8]과 B2 블

록의 [I9 ,I10,I11,I12], B3블록의 [I13,I14,I15,I16]과 B4 블록의 [I1,I2,I 3,I4]를 입력한다.

도 67은 카메라의 촬상중심이 B1블록의 I7인 것을 나타낸 것으로,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B1블록의 [I5,I6,I7,I8] 및

[I9,I10 ,I11,I12]와 B4블록의 [I1,I2,I3,I4 ] 및 [I13,I14,I15,I16]을 입력한다.

도 64∼도 67에서 입력된 도트 패턴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대체하여 입력 가능한 1/4블록의 도트 패턴이 어느 것이나 최

대 8군데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도트 패턴(1)을 그림책, 텍스트 등의 인쇄물에 인쇄하고, 카메라를 통해 화상 데이터로 수집한

후, 그것을 디지털화하여 구한 수치를 이용하여 컴퓨터, 정보출력장치, PDA 또는 휴대전화 등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출력시킨다.

다음에는 도트를 읽어내기 위한 원리 및 그 장치구성에 대하여 도 107∼11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물체 표면의 특성에 따라 물체표면에서 일정한 비율로 경면반사와 확산반사가 발생한다. 경면반사는, 도 110의 우측 도면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체표면이 평평한 경우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도록 입사한 빛이 반사되는 것이다. 특히, 표면이

매끄러운 경우에 경면반사 계수가 커지고 빛의 반사가 강하며 밝은 빛을 발생시킨다.

확산반사는, 도 110의 좌측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세밀한 오목하고 볼록한 면이 있는 경우에 입사한 빛을 모든

방향으로 확산하여 반사시키는 것이다. 이 확산반사에 의해 물체표면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된

다. 따라서 상질지나 매트지와 같이 지면표면이 올록볼록한 경우, 인쇄된 도트(605)에 포함되어 있는 카본 잉크가 LED

(2022)에 의한 입사광을 흡수하고 반사광을 발생시키지 않음에 따라 도트(605)가 검은 점으로 C-MOS 카메라(202)에 나

타난다(도 111의 좌측 도면 참조). 그러나, 코트지나 아트지와 같이 표면이 부드러운 종이나 필름, 플라스틱 등에 도트를

인쇄한 경우, 또는 인쇄된 도트의 표면을 코팅이나 투명 필름으로 커버한 경우에는 경면 반사가 발생하고, 카본 잉크가

LED(2022)의 빛을 흡수하지 않아서 가장 밝게 되어 C-MOS카메라(202)에 도트(605)가 나타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도

111의 우측 도면 참조). 따라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 107에 나타낸 바와 같이 LED(2022)의 직접광이 경면 반사하여

C-MOS 카메라(202)에 입사되지 않는 위치, 즉 C-MOS 카메라의 측방에 LED(2022)를 배치하는 동시에 확산 반사하는

표재를 내벽(2021)에 사용하여 LED(2022)의 빛을 내벽(2021)에서 반사시키고, 간접광으로서 부드러운 빛을 평평한 지

면에 균일하게 조사하여 빛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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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08에 나타낸 바와 같이 LED(2022)의 빛을 아크릴 등의 필터(2023)를 통해 확산시켜 지면에 균일하게 조사하여

빛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도 109에 나타낸 바와 같이 LED(2022)의 주위면을 감싸는 아크릴 필터(2023)를

장착하여도 좋다.

도 112나 도 113은 이러한 C-MOS 카메라와 LED(1122)의 이상적인 배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펜형 스캐너 선단 부분의

내부구조를 나타낸 설명도이다.

도 112는 통 모양의 케이스(1124)의 선단에 끝이 가는 모양의 노즈(nose)부(1125)를 결합한 것으로, 해당 노즈부는 축 방

향으로 가동하며 노즈부(1125)의 내면에 설치된 돌기벽에 세워진 스프링 또는 고무 등의 탄성소재(1121)에 의하여 힘을

받고 있다. 또한, 돌기벽에는 C-MOS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며, C-MOS 카메라의 중앙에 설치된 렌즈(1126)는 상술된

노즈부 끝의 개구부를 향하도록 배치되어 개구부에서의 반사광을 촬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렌즈(1126)의 측

방에는 도 109에서 설명된 필터(2023)을 장착한 LED(1123)(2022)가 설치되어 있다. 이 LED(1123)는 통 모양의 케이스

(1124)내에 렌즈(1126)의 렌즈면보다도 후퇴한 위치에 설치되는데, LED(1123)의 조사광이 직접 렌즈면에 입사되지 않

는 배치구성을 취하고 있다.

돌기벽에는 압력에 따라 전기회로에 전기를 통과시키는 스위치(1123)가 설치되어 있고, 탄성소재(1121)의 압력에 저항하

여 노즈부(1125)가 통 모양의 케이스(1124) 방향으로 이동하면, 노즈부(1125)의 기저부가 스위치(1123)를 눌러 동작시

키도록 되어 있다.

스위치(1123)가 동작됨에 따라 LED(1123)는 조사상태가 되고, C-MOS 카메라는 해독처리를 시작한다.

펜형 스캐너의 선단부를 도 112에 나타낸 구성으로 만들면 통 모양의 케이스(1124)에 노즈부(1123)을 끼워 넣는 것만으

로 조립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조립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도 113은 펜형 스캐너 선단부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 것이다. 동 도면에서는 노즈부(1125)가 고무(탄성소재)

(1132)를 통해 접착제 등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또한, 스위치(1123)는 고무(1132)의 내측 소정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고무의 탄성력에 저항하는 힘에 의해 이동하는 노즈부(1125)의 기저부가 스위치(1123)를 누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C-MOS 카메라 렌즈(1126)의 측방에 아크릴 필터(1133)을 통하여 LED(1131)가 배치되어 있는데, 스위치(1123)

가 작동하면 LED(1131)의 조사광은 아크릴 필터(1133)을 통해 노즈부(1125)의 개구부에서 외부로 조사된다.

도 68∼도 111은 실시형태의 변형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8은 카메라를 펜형 스캐너(1001)의 펜 모양의 케이스(장치 본체)(1015)에 수용한 것이다.

케이스(1015)내에 배터리(1016), 스피커(1007), 회로기판(1017)이 내설되어 있다. 회로기판(1017)의 위에 중앙처리장

치(CPU)와 메모리가 표면실장되어 있다. 또한, 도면에 생략된 마이크 등을 내장하여도 된다. 또한, 케이스(1015)의 후단

(도면의 오른쪽 상단부)에는 메모리 카트리지(1014)가 부착이 가능하도록 장착되어 있다. 이 메모리 카트리지(1014)에는

프로그램 또는 기존의 음성 데이터 등이 등록되어 있다. 메모리 카트리지(1014)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ROM 카트리지, 마이크 유니트 카트리지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케이스(1015)의 표면에는 버튼(1130a∼1130c)이 설치되어 있는데, 해독시작, 녹음시작, 음성재생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버튼중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도면에 도시안된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녹음할 수 있다. 녹음된 음성 데이터는 메모

리 카트리지(1014)에 기록된다. 이때 녹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도트 패턴부를 스캔하면 해당 도트 패턴부에 녹음된 음성

이 분할된다. 소거 버튼을 누르며 도트 패턴부를 스캔하면 음성 도트 패턴부로의 할당이 해제된다. 또한, 이때 음성 데이터

는 메모리 카트리지(1014)에 보존된 채로 있어도 된다.

동 도면에 있어서, 케이스(1015)를 약 45도 정도 기울여 매체면에 접촉시켰을 때, 케이스(1015)의 선단(도면의 왼쪽 하단

부)에는 매체면의 연직축을 따라 C-MOS 카메라 유니트, 스프링(1121) 및 끝이 가는 모양의 노즈(1125)가 설치되어 있

다. 노즈(1125)는 케이스(1015)가 매체면 방향으로 압력을 받으면 스프링(1121)의 힘에 저항하여 후퇴(정보로 이동)하여

스위치(1123)을 눌러 동작시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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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즈(1125)내의 공간에는 C-MOS 카메라 유니트의 렌즈(1126)가 해당 공간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노즈 선단의

창 부위를 촬상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노즈(1125)내의 공간에는 크랭크 상태의 45도씩 2개의 절곡부를 갖는 조사관(1127)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조사관(1127)은 투명 수지의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단면은 LED(1122)에 대면하고 있으며, LED(1122)의 조

사광이 조사관내로 입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조사관 내벽면에서의 조사광의 확산성분(광축에 대해 45도보다 큰 각도의

광 성분)이 조사관 내벽면을 통과하여 외부로 방사된다. 그리고 조사광의 직진성분(광축에 대해 45도보다 작은 각도의 광

성분)은 조사관 내벽면에서 반사되어 관내를 진행한다. 조사관내에서 광축과 거의 평행한 조사광 성분만이 선단면에서 노

즈(1125)의 개구부에 대해 조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조사광이 투명수지로 구성된 크랭크 상태의 조사관을 통과함에 따라 광축에 평행한 집속광이 되기 때문에 노즈부

(1125)의 개구부 전체 영역에 걸쳐 균일한 광량을 공급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확산광의 경우에 발생하

는 것처럼 주변부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도트 패턴부(607)의 해독정도를 높일 수 있다.

도 69는 이러한 펜형 스캐너(1001)를 장치 본체(1002)에 접속한 것이다. 동 도면에 있어서, 장치본체(1002)는 메모리카

드 슬롯(1003)을 갖추고 있는데, 음성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등록된 메모리 카드(1004)가 삽입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치본체(1002)에 마이크 폰(1005)이 접속되어 외부의 음성데이터를 장치본체내의 메모리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음성 데이터는 장치본체(1002)의 스피커(1007) 또는 장치본체(1002)에 접속된 스피커(1006)를 통해 출력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 69에서는 펜형 스캐너(1001)와 장치본체가 케이블로 접속되어 있지만, 도 7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캐너내에 무

선 인터페이스를 내장하여 장치본체(1002)와 무선으로 통신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여도 된다.

도 71은 펜형 스캐너의 변형예를 나타낸 것이다. 동 도면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펜형 스캐너(1001a)는 배터리(1010), 스

피커(1007)를 갖추고 있으며, SD 카드나 메모리 스틱 또는 스마트 미디어 등의 메모리 카드(1004)를 장착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도 72는 본 발명을 보드게임에 적용한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미니 피규어(mini figure)(1101)를 말로써 사용하여 주사위

나 스피커(1104)로 결정된 숫자만큼 미니 피규어(1101)를 보드(1102)에 기재된 바둑판의 눈(1103)을 따라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미니 피규어(1101)의 저면에는 CCD나 C-MOS 등의 해독 소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드(1102)의 바둑판 눈에

는 도트 패턴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니 피규어(1101)를 바둑판의 눈 위에 둠으로써 눈마다 다른 음성정보를 케이블

로 접속된 스피커(1104)를 통해 출력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다음 눈으로의 이동 지시나 게임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정보로 출력시킬 수 있다.

도 73은 미니 피규어(1101)와 장치본체(1102)를 분리한 것으로, 미니 피규어(1101)의 저면에 설치된 스캐너부(1105)를

통해 도면에 도시안된 도트 패턴부를 해독하여 무선통신으로 장치본체(1102)에 해당 도트 패턴에 대응하는 해독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장치본체(1102)는 스피커(1007)을 갖추고 있으며 해독 신호에 대응하는 음성정보를 메모리 카드

(1004)에서 읽어내어 음성정보로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구성의 경우, 미니 피규어(1101)와 장치본체(1102)의 통신 장애를 줄이기 위하여 미니 피규어(1101)의 본체내에

디코더를 설치하고, 해독된 도트 패턴의 화상 데이터를 해독하여 코드정보로 변환한 후, 해당 코드 정보만을 해독한 신호

로 장치본체(1102)에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4는 미니 피규어(1101)의 저면에 설치된 스캐너부(1105)를 통해 대좌(1110) 표면에 형성된 도트 패턴부를 해독하는

경우의 변형예이다. 본 실시형태는 스캐너부(1105)의 도트 패턴에 대한 위치에 따라 해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미니 피규어(1101)의 설치축을 중심으로 도트 패턴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씩 기울이면 해독신호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

문에 미니 피규어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출력되는 음성내용도 변화시킬 수 있다. 도트 패턴부에 대한 미니 피규어의 각도

를 변화시켜 음성내용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도 75는 미니 피규어(1101)의 다른 구성예로, 이 실시형태는 미니 피규어(1101)내에 스캐너부(1105) 이외에 배터리

(1010), 스피커(1007)를 내장하고 메모리카드(1004)의 장착이 가능한데, 메모리카드(1004)를 교환하면 프로그램 또는

음성데이터를 변경시켜 전혀 다른 게임이나 미니 피규어(1101)를 전혀 다른 캐릭터로 변경할 수도 있다.

등록특허 10-0557474

- 27 -



또한, 이 도면에서 설명된 미니 피규어(1101)는 도면상 간단한 인형 형상으로 설명되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애완동

물 등의 작은 동물, 가공한 동물, 인물 등을 모방한 것이라도 좋다.

도 76은 카드(1121)에 도트 패턴부(1122)를 설치하고, 이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하는 스캐너가 내장된 대좌(1123) 위

에 카드(1121)를 소정의 각도로 배치하면 음성이나 표시 데이터로 득점이 출력되는 형식을 취한 완구이다.

도 78은 잡지 등에 인쇄된 낱말 맞추기(1132)를 펜형 스캐너(1001)를 이용하여 즐길 경우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지면의

낱말 맞추기(1132)의 빈 칸(1133)에는 본 발명의 도트 패턴부(1122)가 형성되어 있는데, 펜형 스캐너(1001)의 선단을 소

정의 빈 칸(1133)에 맞닿게 하면 해당 빈 칸(1133)에 설정된 세로열 또는 가로열의 낱말 힌트가 펜형 스캐너(1001)의 액

정 표시부(1131)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펜형 스캐너(1001)의 선단부를 힌트를 희망하는 빈 칸(1133)에 맞추면 해당 빈 칸내에 형성된 도트 패턴을 해독

하여 해당 낱말의 힌트를 액정 표시부(1131)에 표시하게 된다. 이때, 동일한 빈 칸에 펜형 스캐너(1001)의 선단부를 맞추

더라도 맞추는 각도에 따라 세로 방향의 힌트, 가로 방향의 힌트, 사선 방향의 힌트를 각각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상

술한 바와 같이 격자 도트에 대한 키 도트의 격자점에서의 엇갈림을 중앙처리부(CPU)에서 계산할 때, 카메라의 기울기(지

면의 연직축을 중심으로 한 촬상소자의 회전방향으로의 엇갈림)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울기에 따른 낱말 맞

추기의 세로, 가로, 사선 방향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응하는 힌트를 기억수단에서 읽어와 표시하거나 스피커

(1007)를 통해 발성시킬 수 있다.

또한, 펜형 스캐너(1001)를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또는 사선 방향으로 두칸 정도 이동시켜 XY 좌표 방향에서의 이동을 검

출하고(검출방법에 대해서는 상술하였다), 해당 방향의 낱말에 대한 힌트를 액정 표시부(1131)에 나타내거나 스피커

(1007)를 통해 음성정보로서 발성시키면 된다.

도 80은 자동형 고양이인 미니 피규어(1141)의 복부 저면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하고, 보드나 가정내의 바닥면에 씰 등

으로 형성한 도트 패턴부(1122)를 해당 미니 피규어(1141)가 자동 주행며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하고, 해독신호를 장

치본체(1102)로 송신하는 것이다.

도 81은 자동식 또는 라디오 컨트롤식 자동차 완구(1151)의 저면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하고, 보드나 바닥면에 씰 등으

로 형성된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하여 장치본체(1102)에 해독신호를 송신함으로써, 장치본체(1102)의 스피커(1107)

를 통해 도트 패턴부(1122)에 대응하는 음성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를 인쇄한 시트를 준비하고 해당 시트 위를 자동차 완구가 달리게 하는 경우, 교차점이나 건널목 앞에 해당

하는 시트 위에 도트 패턴부(1122)를 형성한 씰을 부착하여 자동차 완구(1151)가 교차점이나 건널목에 접근하면 일시정

지를 촉구하는 음성정보를 장치본체(1102)의 스피커(1107)를 통해 출력하도록 해도 된다.

도 82는 대전형 카드게임에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장치본체(1102)에 한 쌍의 카드 삽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카드 삽입구에 대전하는 두 사

람이 각각 갖고 있는 카드(1121) (1121)를 삽입하면 카드(1121)(1121)에 설치된 파라미터의 우열을 판정하는 것이다. 카

드(1121)(1121)의 표면에는 도 77에서 설명된 것처럼 도트 패턴부(1122)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도트 패턴부(1122)를 장

치본체(1102)의 스캐너부(1105)에서 해독하고 도트 패턴부(1122)에 대응하는 파라미터를 메모리 카드(1004)에서 읽어

와 승패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장치본체(1102)에 액정 표시 화면을 설치하고 승패결과를 표시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도 83은 한 장의 카드(1102)만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한 장치본체(1102)에 대한 예이다.

도 84는 장치본체(1102)가 단순한 카드리더이고, 해당 장치본체(1102)를 개인용 컴퓨터와 접속할 경우의 실시형태이다.

또한, 도 85는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엽서크기의 시트(1161)를 연속적으로 읽기 위한 장치본체(1102)에 대한 예인데, 예

를 들면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사용자로부터의 회신 엽서를 연속적으로 읽을 경우에 적합한 장치구성이다.

도 86은 POS 레지스터 등으로 이용 가능한 장치본체(1102)에 대한 예로, 표면에 유리면(1005)을 갖추고 있는데, 유리면

(1005)의 아래에 배치된 스캐너부(1105)로 유리면(1171)의 위를 통과하는 상품 등에 부착된 도트 패턴부(1122)를 주사

함으로써, 바코드와 같은 상품관리, 판매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발명은 포장상자 또는 포장지의 인쇄표면에 인

쇄면과 겹쳐 도트 패턴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 시스템과 같이 상품의 표면을 보기 좋지 않은 바코드 씰이 점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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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7은 장치본체를 대좌(1102)로 구성하고, 미니 피규어(1101)과 조합한 예이다. 이 실시형태는 대좌(1102)의 윗면에

유리판(1171)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저면에 도트 패턴부(1122)가 형성된 미니

피규어(1101)를 대좌(1102) 위에 놓으면, 이 도트 패턴부(1122)는 스캐너부(1105)에 의해 해독되고 도트 패턴부(1122)

에서 읽어낸 코드번호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를 삽입된 메모리 카드(1004)에서 읽어와 스피커(1007)를 통해서 출력하도

록 설정되어 있다.

도 88은 장치본체(1102)가 텔레비전 모니터(1171)에 접속된 예이다. 장치본체(1102)에서 핀 플러그를 통하여 텔레비전

모니터(1171)로 영상신호와 음성신호가 출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는 장치본체(1102)의 메모

리카드(1004) 또는 내장 메모리에 축적되고, 펜형 스캐너(1001)에 의해 해독된 도트 패턴부(1122)에 대응하는 동영상 데

이터가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로 분리되어 텔레비전 모니터(1171)로 입력되어 텔레비전 모니터(1171)의 화면과 스피

커를 통해 출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도 89는 포토 스탠드 형식의 장치본체(1102)를 나타낸 것이다. 사진(1181)의 뒷면에 도트 패턴부(1122)가 형성되어 있

고, 스탠드 부분의 배면에는 스캐너부(도면에 도시안됨)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한 코드번호에

대응하는 음성정보를 장치본체(1102)에 내장된 메모리 또는 메모리 카드에서 읽어와 스피커(1007)를 통해 출력하도록 설

정되어 있다. 이 실시형태에 따르면, 사진(1181)의 도트 패턴부(1122)에 대응하는 음성을 미리 내장 메모리 또는 메모리

카드(1004)에 등록해 둠으로써, 사진 촬영시의 해설 또는 「생일축하」 등의 음성 메시지를 스피커(1007)를 통해 재생시

킬 수 있다.

또한, 스피커(1007) 이외에 마이크(1005)를 설치하여 음성 데이터를 내장 메모리 또는 메모리 카드(1004)에 등록시켜 두

고 미리 사진(1181)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도트 패턴부(1122)와 대응시켜도 좋다.

또한, 동 도면의 포토 스탠드형 장치본체(1102)는 액정 표시부(1131)를 갖고 있는데, 촬영일시나 메시지 문자 등의 데이

터를 도트 패턴부(1122)에 대응시켜 두고, 사진(1181)에 대응시켜 둔 이러한 데이터를 액정표시부(1131)에 표시하여도

좋다.

도 90은 펜형 스캐너(1001)를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1201)에 접속한 것이다. 펜형 스캐너(1001)와 컴퓨터(1201)의

접속은 USB 인터페이스 이외에 RS-232C에 의한 시리얼 인터페이스, LAN 인터페이스, IEEE 1394 인터페이스 등을 이

용하여도 좋다.

또한, 컴퓨터에 무선 인터페이스 카드(1209)를 장착하여 펜형 스캐너(1001)와 무선통신으로 접속하여도 좋다. 무선 인터

페이스에 대해서는 블루투스, 무선 LA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무선 인터페이스 이외에 적외선 통신 등의 광 인터페

이스를 이용하여 펜형 스캐너(1001)와 컴퓨터(1201)를 접속하여도 좋다.

도 91은 PDA(1202)에 케이블로 펜형 스캐너(1001)를 접속한 도면이다. PDA(1202)와 펜형 스캐너(1001)의 접속도 유선

접속 이외에 무선접속, 광통신 접속으로 실현하여도 된다.

도 92는 스캐너를 마우스(1301)에 내장한 경우의 컴퓨터(1201)와의 접속을 나타낸 것이다. 마우스(1301)는 USB 인터페

이스를 통해 컴퓨터(1201)에 케이블로 접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무선접속 또는 광통신 접속을 이용하여도 좋다.

도 93 및 도 94는 마우스(1301)에 디지타이저(digitizer)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마우스내에는 스캐너부(1102)가 설

치되어 있으며, 마우스(1301)의 선단에 유리 소재(1302)인 투과창을 설치하여 위쪽에서 스캐너부(1105)에 의해 해독될

도트 패턴부(1122)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95는 PDA(1202)의 본체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한 구성이고, 도 96은 컴퓨터 본체(1201)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

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95와 같이 PDA(1202)의 본체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한 경우, PDA(1202) 본체의 스캐너

부(1105)로 지면 등의 도트 패턴부(1122)를 가리면 해당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할 수 있다. 한편, 도 96과 같이 컴퓨

터 본체(1201)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한 경우, 명함이나 카드(1121)(도 77참조)에 설치된 도트 패턴부(1122)로 스캐

너부(1102)를 가림으로써 도트 패턴부(1105)를 해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 97 이나 도 99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휴대전화(1401)의 본체에 스캐너부(1105)를 설치하거나 게임기 본체에 스캐너부를 설치하여도 좋다(도면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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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8은 펜형 스캐너(1001)를 휴대전화(98)의 커넥터에 접속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경우, 펜형 스캐너(1001)에 의해

해독된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해독신호를 휴대전화(1401)에 미리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휴대전화의 표시

부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출력시켜도 좋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으로 서버에 접근하여 해독신호를 송신하고 서버에서 처

리된 결과 데이터를 휴대전화(1401)로 수신하도록 해도 좋다.

도 100은 펜형 스캐너(1001)에 액정 표시부(1131)와 스피커(1007)를 설치한 구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 실시형태의 펜형

스캐너(1001)는 그 선단에 볼펜 등의 필기구(1601)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 스캐너부(1105)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펜형 스캐너(1001)의 사용예로는, 레스토랑 등의 메뉴에 도트 패턴부(1122)를 형성하여 두고, 해당 메뉴와 펜형

스캐너(1001)를 고객에게 건넨다.

고객은 메뉴를 선택한 후, 해당 필기구(1601)로 선택한 메뉴의 사각형 모양의 박스를 체크한다. 이때, 스캐너부(1105)는

선택된 메뉴에 대응하는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한다. 펜형 스캐너(1001) 내부의 중앙처리장치의 처리에 따라 메모리

에서 해당 메뉴에 대응하는 문자정보를 읽어와 액정 표시부(1131)에 표시한다. 동 도면에서는 액정 표시부(1131)에 고객

이 선택한 메뉴명「일본식 햄버거 플레이트 세트」, 칼로리「864 kcal」와 금액 「1,250원」이 표시된다.

이처럼 고객 자신이 메뉴를 선택하고, 또한 그 선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점원은 펜형 스캐너(1001)를 회수하는 것만

으로 주문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도 101은 펜형 스캐너(1001)에 마이크(1005)와 스피커(1007)를 설치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시형태는 사진

(1181)의 표면에 형성된 도트 패턴부(1122)를 스캐너부(1105)로 해독하고, 해독 완료후에 마이크(1005)를 이용하여 해

당 도트 패턴부(1122)에 대응하는 음성을 입력한다. 입력된 음성 데이터는 펜형 스캐너(1001)내의 메모리에 등록된다. 이

때의 음성은 해당 사진(1181)을 촬영한 설명문이나 인사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진표면 전체에 걸쳐 도트 패턴부

(1122)를 형성하면 집합사진 등의 경우에 사진에 찍힌 개인마다 설명문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사진(1181)의 표면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펜형 스캐너(1001)의 선단(스캐너부(1105))을 맞추면 스피커

(1007)를 통해 상술한 음성 데이터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진(1181) 이외에 각각의 씰에 도트 패턴부(1122)를 형성하고, 씰 표면에 펜형 스캐너(1001)를 맞추어 음성 데이

터를 입력시킬 수 있다.

도 102는 시스템 수첩(1701)과 노트와 펜형 스캐너(1001)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동 도면의 시스템 수첩(1701)의 스케줄표(1702)에는 미리 도트 패턴부(1122)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케줄표(1702)

에 일정을 등록할 때에 출장지 등에서 문자를 기록할 여유가 없는 경우, 펜형 스캐너(1001)의 선단(스캐너부(1105))을 해

당 일정을 입력한 날짜의 스케줄표(1702)에 맞추고 마이크로 해당 날짜의 예정을 음성으로 입력하여 둔다.

시스템 수첩(1701)상에서 일정을 확인할 때에는 확인할 날짜의 스케줄표(1702)에 펜형 스캐너(1001)(스캐너부(1105))

을 맞추어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하면 해당 날짜에 대응되게 음성으로 입력된 일정이 스피커(1007)로 재생된다.

또한, 펜형 스캐너(1001)와 컴퓨터(1201)를 USB 인터페이스 등으로 접속하고 컴퓨터(1201)내의 스케줄관리 시스템(예

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웃룩이나 로터스사의 노츠 등)과 데이터 링크(싱크로나이즈)시킨 후, 펜형 스캐너(1001)

로 날짜란(스케줄표(1702))의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하면 해당 날짜에 대응하는 일정을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정

표시부(1131)에 문자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펜형 스캐너(1001)를 컴퓨터(1201)에 접속하고 시스템 수첩(1701), ID카드, 면허증 등의 표면에 형성된 도트 패턴

부를 펜형 스캐너(1001)를 통해 해독함으로써, 컴퓨터(1201)의 입력제어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컴퓨터(1201)의 제

어는 소위 「페이퍼 아이콘(paper ic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1201) 화면상의 아이콘을 외부의 도트 패턴부

(1122)가 형성된 매체(시스템 수첩(1701)에 첨부된 씰이나 ID카드)로 바꿀 수 있다.

즉, 팬형 스캐너(1001)로 이러한 매체상의 도트 패턴부(1122)를 해독하고, 해당 도트 패턴부(1122)에서 해독된 코드 정보

가 컴퓨터(1201)내에 격납된 코드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컴퓨터(1201)로의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다.

등록특허 10-0557474

- 30 -



상술한 도트 패턴부(1122)를 페이퍼 아이콘으로 씰에 인쇄하여 시스템 수첩(1701), ID카드, 면허증의 표면에 부착하여도

좋고, 컴퓨터(1201)에 접속된 프린터 장치로 사용자 자신이 인쇄하여 해당 인쇄 시트를 소지하여도 된다.

또한,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페이퍼 아이콘을 컴퓨터(1201)로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용하였지만, 특정 어플리케이

션의 기동,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접근할 때의 ID나 패스워드의 입력에 이용하여도 좋다.

이러한 페이퍼 아이콘은 컴퓨터의 OS상에 설치된 페이퍼 아이콘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컴퓨터로의 아이콘 등록」, 「페이퍼 아이콘 등록」, 「아

이콘 삭제」의 각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 아이콘의 등록)

컴퓨터상의 페이퍼 아이콘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아이콘 에디터를 갖고 있는데, 화면상에서 페이퍼 아이콘의 작성,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컴퓨터상의 소정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아이콘을 에디터상에 등록할 때에는 먼저 아이콘의 할당(ALLOCATE)을 ON 상

태로 한다. 다음에 컴퓨터 화면상의 원하는 아이콘을 마우스로 지정하면 해당 아이콘이 에디터상에 등록된다.

이처럼 에디터상에 등록된 아이콘은 초기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상의 표시가 ON, 실행가능상태(active)가 ON 된다.

이 상태에서 에디터상에서 디스플레이표시를 OFF 시키면 디스플레이상의 아이콘이 화면상에서 삭제된다. 또한, 실행가능

상태(active)를 OFF 시키면 컴퓨터에서의 아이콘의 지정실행 및 키보드 입력에 의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페이퍼 아이콘의 등록)

에디터에서 페이퍼 아이콘의 할당(ALLOCATE)을 ON 상태로 한다. 다음에 디스플레이상의 아이콘을 ON 상태로 두고 등

록하려는 페이퍼 아이톤의 매체를 펜형 스캐너 등으로 스캔한다.

이상의 작업에 의해 선택된 아이콘에 스캔된 페이퍼 아이콘의 도트 패턴 코드가 등록된다(할당된다).

페이퍼 아이콘의 초기 상태에서는 실행가능상태(active)가 ON, 패스워드가 입력가능상태로 된다.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패스워드가 에디터 프로그램에 따라 암호화되어 등록된다.

이 상태에서 실행가능상태(active)를 OFF로 하면 페이퍼 아이콘을 펜형 스캐너로 스캔하여도 아이콘에 정의된 기능의 실

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아이콘의 삭제)

삭제 램프(DELETE)를 ON 상태로 하면 실행가능상태(active)도 연동하여 OFF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해당 아

이콘 이미지 플래그를 지정하면 해당 아이콘이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페이퍼 아이콘의 삭제)

페이퍼 아이콘의 삭제에 있어서도, 삭제 플래그(DELETE)를 ON 상태로 하면 실행가능상태(active)도 연동하여 OFF 상태

가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이퍼 아이콘에 할당된 코드번호를 지정하면 패스워드의 입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패스워

드를 입력하면 에디터상에서의 페이퍼 아이콘의 링크는 해소되고, 복구할 수 없게 된다.

도트 패턴부(1122)는 실시형태로 설명한 그림책 등의 매체 이외에 보통의 서적, 축하카드, 신문, 통신판매 카다로그, 팜플

렛, 종이 수예품, 종이 접기, 레시피 등에 형성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통신 카다로그에 도트 패턴을 형성하고 해당 도트 패턴부를 스캐너부로 해독하면 상품의 설명문을 발성시키거

나 컴퓨터내의 메모리에 등록된 구입신청 프로그램을 기동시키도록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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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이 수예품이나 종이 접기에 도트 패턴부를 형성하고 해당 도트 패턴부를 스캐너부로 해독하면 작품의 조립 방법을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출력시킬 수 있다.

또한, 레시피에 도트 패턴부를 형성하면 요리 등의 레시피를 음성으로 출력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도트 패턴부를 이용하여 색칠용 그림을 위한 그림책을 제공하여도 좋다. 구체적으로는 도 106(a), (c)에

나타낸 영역마다(마스크 영역마다) 다른 색의 크레용, 펠트 펜(felt pen), 수채화 도구 등으로 색칠하도록 해도 좋다. 이 경

우,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지면에 카본이 들어있지 않은 수채화 도구, 크레용, 펠트 펜 등으로 색칠하여도 적외선은 색칠층

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도트 패턴부의 해독이 가능하다.

또한, 도트 패턴부는 바코드 리더와 함께 인쇄된 것이라도 된다. 이 경우, 지면 등의 매체상에 바코드를 카본이 들어있지

않는 잉크로 인쇄하고, 그 위에 카본 잉크로 도트 패턴부를 인쇄한다. 보통의 바코드 리더는 작은 도트가 있어도 바코드를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다. 다음에 본 실시형태의 펜형 스캐너를 이용하여 도트 패턴부만을 해독하여 정보 코드를 입력한

다.

또한, 바코드를 「(A) 가시광선 + 가시광선의 파장영역에 가까운 적외선 또는 자외선」 또는 「(B) 가시광선의 파장영역

에 가까운 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잉크로 인쇄하고, 도트를 「(C) 바코드에서 사용한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파

장영역과는 다른 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잉크로 인쇄해도 좋다.

이 경우 C-MOSS 카메라에 가시광선 차단 필터를 설치하고, (A) 또는 (B)와 동일한 파장의 빛을 발산하는 제1 LED를 조

사하여 바코드만을 해독한다. 다음에 (C)와 동일한 파장의 빛을 발산하는 제2 LED를 조사하고 도트 패턴부만을 해독하여

정보 코드를 입력한다. 이처럼 바코드상에 도트 패턴부의 정보를 배치함에 따라 중첩 정보의 취득(바코드와 도트 패턴부의

코드)이 가능해진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도트 패턴부는 그것이 형성된 서적, 그림책 등의 출판분야, 사진 씰, 입력용으로 도트 패턴을 형성한 씰, 사진 씰,

게임용 보드, 피규어(figure), 봉제인형 등의 캐릭터 상품,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모니터 화면의 터치 패널에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도트 패턴부의 해독 시스템은 어린이용 완구 컴퓨터 분야, 범용 컴퓨터의 입력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케이스에 수납하면 낱개의 스캐너로서 전자 기기, 녹음기 등의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인쇄물 등의 매체를 해독수단으로 화상 데이터로서 해독하

고,

해당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코드 데이터화하며,

해당 코드 데이터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억수단에서 읽어와 재생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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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매체는 인쇄물 또는 사진이고, 그 매체의 그림무늬에 따라 음성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한 도트 패

턴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는 상기 인쇄물의 그림에 따라 복수의 영역으로 나뉘어 인쇄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는 상기 인쇄물에 부착이 가능한 씰 소재 또는

카드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5.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인쇄물 등의 매체에 대하여,

해당 매체의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독수단,

상기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수치에 따라 상기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기억수단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재생하는 출력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

치.

청구항 6.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를 투명 필름에 형성한 터치패널,

상기 터치패널을 전자기기의 표시수단에 부착하고, 해당 표시수단상에 표시된 지시정보에 따라 터치패널의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

이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수치에 따라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억

수단에서 읽어와 재생시키는 전자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널과 상기 표시수단의 화면 사이에 적외선 차단 필터를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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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는 개인용 컴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9.

청구항 6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는 PD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0.

청구항 6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전자 기기는 휴대전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1.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를 형성한 마우스 패드,

해당 마우스 패드의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좌표지시입력장치의 케이스에 수용된 해독수단,

이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수치에 따라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억

수단에서 읽어와 출력하는 정보처리수단을 구비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2.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를 형성한 매체면에 대하여,

해당 매체면의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펜 모양의 케이스에 수용된 해독수단,

이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한 코드 또는 XY 좌표 또는 XY 좌표에서 미리 정의된 코드에 대

응하는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트 패턴을 이용한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3.

다양한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대로 정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 전달

부를 인쇄물의 동일면에 인쇄하고,

상기 인쇄물중의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만을 카메라 유니트로 수집하고,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며,

이 수치로부터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부에서 출력 및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

력에 따른 정보입 입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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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와 문자 또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정보 전달부를 인쇄물의 동일면에 겹쳐서 인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15.

청구항 13 또는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는 XY 좌표 정보로 구성되고, 그 XY 좌표 정보는 정보 전달부의 내

용과 관련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16.

청구항 13 또는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는 코드 번호 정보로 구성되고, 그 코드 번호 정보는 정보 전달부의

내용과 관련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17.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XY 좌표 정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부와 코드 번호정 보로 이루어진 도트 패턴부를 인쇄물의 동

일 평면상에 인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18.

청구항 13 또는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인쇄물중의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카메라 유니트로 수집할 때에 적외선

을 흡수하는 잉크로 인쇄된 도트 패턴부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19.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를 카본 잉크로 인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20.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를 투명 잉크로 인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21.

청구항 13 또는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유니트로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해당 도트 패턴부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입출력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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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대로 정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 전달

부를 동일면에 인쇄한 인쇄물에 대하여, 상기 인쇄물중의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만을 해독하는 카메라 유니트,

상기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는 화상 처리부,

해당 화상 처리부에서 화상 처리된 수치를 통해 상기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기억부의 정보를 읽어오는 처리수단,

상기 읽어온 정보를 출력하는 출력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방법을 이용한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23.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인쇄물중의 도트 패턴부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발광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24.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인쇄물중의 도트 패턴부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자외선 발광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25.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유니트는 C-MOS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26.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유니트는 CCD 카메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27.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유니트는 상기 화상 처리부, 기억부, 처리부 및 출력부와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송신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28.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유니트 및 화상 처리부는 상기 기억부, 처리부 및 출력부와 분리하여 인터페이스부를 통

해 송신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29.

청구항 22에 있어서, 입력부로서 마이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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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유니트로 입력된 도트 패턴을 수치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신 카드를 통해 서버 등의 컴퓨

터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31.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 유니트로 입력된 도트 패턴을 수치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신 카드를 통해 서버 등의 컴퓨

터로 송신하며, 그 데이터에 대응하는 정보 또는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32.

청구항 22에 있어서, 위치정보를 입력하는 GPS 유니트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33.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휴대정보 입출력장치는 휴대전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34.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휴대전화에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정보 입출력 장치.

청구항 35.

서적, 게임 카드, 소물류 또는 완구 등의 매체에 형성되며, 다양한 음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

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음성을 기억

하는 음성기억부,

상기 도트 패턴부의 화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카메라,

해당 카메라로 수집된 화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시에 상기 음성 기억부로부터 대응하는 음성을 스피커로 재생시키는 처

리부,

상기 음성기억부와 상기 스피커 및 상기 처리부를 수납하는 케이스 본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완구.

청구항 36.

청구항 35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 본체에 액정 표시부를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완구.

청구항 37.

청구항 35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는 대전형 게임 카드에 인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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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미니 피규어(mini figure) 등의 완구류에 형성되며,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의 화상을 읽어내는 촬상수단,

상기 촬상수단으로 읽은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동시에 수치화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음성 데이터를 음성 기억부에서

읽어와 스피커로 출력시키는 처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완구.

청구항 39.

청구항 38에 있어서, 상기 도트 패턴부를 조명하는 조명수단을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완구.

청구항 40.

소정의 형태를 갖는 피규어(figure)에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

하고, 또한 이 제1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

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대로 정

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 전달부를 동일면에 인쇄한 인쇄물중의 도트 패턴부만을 화상 데이터로 수집하는 카메라,

이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디지털화하는 화상 처리부,

해당 화상 처리부에서 화상 처리된 수치를 통해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기억부의 정보 및 프로그램을 출력 및 실행시키는

처리부와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기능을 갖는 피규어 유니트.

청구항 41.

청구항 40에 있어서, 상기 기억부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입력되는 음성에 따라 정보 및 프로그램을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기능을 갖는 피규어 유니트.

청구항 42.

청구항 41에 있어서, 상기 피규어(figure)는 탄력성 소재를 소정의 형태를 갖는 외피에 넣은 봉제인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기능을 갖는 피규어 유니트.

청구항 43.

소정의 형태를 갖는 피규어(figure)에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

하고, 또한 이 제1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

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와, 문자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대로 정

보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보 전달부를 동일면에 인쇄한 인쇄물중의 도트 패턴부만을 화상 데이터로 수집하는 카메라와 이

화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치화하는 처리부가 내장된 카메라 유니트,

상기 카메라 유니트내의 화상 처리부에서 화상 처리된 수치를 통해 도트 패턴부에 대응하는 기억부의 정보와 프로그램을

출력 및 실행시키는 처리부와 출력부로 구성된 출력 유니트,

상기 카메라 유니트와 출력 유니트의 통신을 중개하는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기능을 갖는 피규어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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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4.

청구항 43에 있어서, 상기 출력 유니트는 범용 개인용 컴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입력에 따른 정보 출력기능을

갖는 피규어 유니트.

청구항 45.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패드.

청구항 46.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매체를 해독하기 위한 해독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우스.

청구항 47.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매체면을 해독하는 해독수단,

해독한 매체면의 화상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해당 수치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억해 두는 기억수단,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읽어내어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이 펜 모양의 케이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 기기.

청구항 48.

청구항 47에 있어서, 기억수단에 멀티미디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

기기.

청구항 49.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미세한 도트를 제1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하고, 또한 이 제1

방향 라인에 교차하도록 배치된 제2방향 라인에 소정의 규칙에 따라 도트를 배열하는 도트 코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

성된 도트를 소정의 규칙에 따라 배열한 도트 패턴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블렛.

청구항 50.

정보처리장치에 접속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매체상에 형성된 도트 패턴부를 갖는 페이퍼 아이콘(paper icon)을 코드 정보

와 관계지어 등록하기 위한 아이콘 생성방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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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화면상에 표시된 표시 아이콘을 지정하는 단계와;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의 선택에 따라 페이퍼 아이콘의 할당을 ON 상태로 하는 단계와;

상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캐너로 페이퍼 아이콘의 주사처리를 화면상 또는 음성 데이터의 출력으로 지시하는 단계와;

상기 지시에 기초하여 주사처리가 이루어진 후, 주사처리로 얻어진 화상데이터에서 코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지정된 표시 아이콘에 대해 상기 코드 정보를 관계짓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아이콘 생성방법.

청구항 51.

청구항 50에 있어서, 상기 아이콘 생성 방법이,

상기 등록된 페이퍼 아이콘에 대응하는 표시 아이콘을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 삭제하는 단계와;

상기 스캐너로 상기 페이퍼 아이콘이 주사되었을 때에 상기 코드 정보로 관계지어진 표시 아이콘의 기능을 실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아이콘 생성 방법.

청구항 52.

정보처리장치에 접속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 매체면에 형성된 도트 패턴을 읽어들여 해당 도트 패턴에 정의된 코드 정보

또는/및 좌표 정보로 변환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기억된 상기 코드 정보 또는/및 좌표 정보에 대응하는 음성, 화상, 동영상,

문자, 웹의 액세스 정보 또는 프로그램을 출력시키기 위한 매체상에 형성된 아이콘.

청구항 53.

청구항 52에 있어서,

상기 스캐너는 펜의 형태이며, 상기 매체는 시스템 수첩, ID카드, 면허증 등에 인쇄되거나 부착된 씰이고 그 이면에 도트

패턴이 인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상에 형성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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