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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력한 화상을 표시하고, 기록 가능한 전자 기기에 있어서,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하고, 이미지 센서로 촬상
한 화상을 위치 정보 검출 장치로 처리함으로써 이미지 센서 그것 또는 이미지 센서가 촬상하는 피사체의 이동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여, 마우스나 태블릿을 새로 부가하지 않아도, 수기 문자나 도형을 입력할 수 있는 
전자 기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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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이동 정보, 사인 인증, 도형 정보, 문자 인식, 대응점 계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기본 구성의 한 예.

도 2는 도 1에 있어서의 추적 처리부의 실현예.

도 3은 도 1에 있어서의 인터페이스의 실현예.

도 4는 도 1에 있어서의 인터페이스의 다른 실현예.

도 5는 도 1에 있어서의 추적 처리부의 다른 실현예.

도 6은 도 1에 있어서의 추적 처리부의 다른 실현예.

도 7은 도 1에 있어서의 추적 처리부의 다른 실현예.

도 8은 도 1에 있어서의 추적 처리부의 다른 실현예.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어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5는 현재 위치로부터 목표 위치로의 제어 특성을 설명하는 도면.

도 16은 화면 데이터를 이용한 피드백 제어계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17은 등록 화면 데이터에 기초하는 제어를 행하는 장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복수 카메라를 구비하는 장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복수 카메라를 구비하는 피드백 제어계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20은 이미지 센서를 구비하는 다축 로봇 암(arm)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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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이미지 센서의 시야 범위를 확대하는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한 사용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한 사용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한 사용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한 사용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한 사용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27은 본 발명의 한 사용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28은 본 발명을 비디오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에 응용한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전자기기의 상태 천이의 한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전자기기의 표시화면의 한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전자기기의 표시화면의 한 형태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906, 1006, 1106, 1206, 1306 : 이미지 센서

102 : 표시 장치

103 : 위치 정보 검출 장치

301, 401 : A/D 변환기

302, 402 : 신호 처리 회로

403 : 이미지 센서 설정부

901, 1001, 1101, 1201, 1301 : 제어기

902, 1002, 1102, 1202, 1302 : 표시 버퍼

903, 1003, 1103, 1203, 1303 : 액정 드라이버

904, 1004, 1104, 1204, 1304 : LCD

905, 1005, 1105, 1205, 1305 : I/F

907, 1007, 1107, 1207, 1307 : ROM

908, 1008, 1108, 1208, 1308 : RAM

 - 3 -



공개특허 특2002-0052217

 
909, 1009, 1109, 1209, 1309 : 추적 처리부

910 : 매니퓨레이터

1010 : 회전각 계측부

1110 : 확대 축소 계측부

1210 : 가속도 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카메라를 이용한 전자 기기,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PDA, 휴대 전화, 정보 입력 디바이스, 
로봇, 산업 기기 등에 관한 것이다.

종래, 카메라를 이용한 전자 기기에 대해서는 JP-A-6-296206에 휴대형 정보 기기에 관한 것이 논의되어 있다. 이 
종래예에 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카메라로부터의 화상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받아들여, 입력된 화상 데이터를 액정 표시부에 표시 출력함과 동시
에, 그대로 또는 화상 압축·신장 회로로 압축하여 데이터 RAM에 기억한다. 또한, 키(Key) 입력으로부터 입력된 메모
랜덤 데이터나 주소록 데이터를 데이터 RAM에 기억하고, 이 기억 데이터를 검색하여, 액정 표시부에 표시 출력한다.

또한, JP-A-11-345079에는 광학 동작 센서 IC를 이용한 핸드헬드(hand-held) 포인팅 디바이스의 종래예가 개시
되어 있다. 이 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광학 동작 센서 IC의 응답은 디지털화되어, 프레임으로서 메모리에 기억된다. 선단부의 이동에 의해, 화상 정보가 변환
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연속하는 프레임이 생성되고, 이동 방향과 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자기상관에 의해 비교된다. 
접촉 검출기는 핸드헬드 포인팅 디바이스의 선단부의 포인터가 작업면에 접촉할 때를 검출한다. 버튼은 컴퓨터의 마우
스 대신의 기능을 하도록, 핸드헬드 포이팅 디바이스의 본체 상에 설치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제1 종래 기술에서는 카메라 화상을 액정 표시부에 표시 출력할 수 있지만, 또한 수기 문자나 도형을 입력하기 위
해서는 마우스나 태블릿(tablet) 등의 입력 디바이스가 필요하게 되어, 장치의 용적이 커지거나, 분량이 늘어나거나 한
다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제2 종래 기술은 포인팅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입력한 화상을 표시하는 것이나 기록하는 것은 할 수 없
다.

본 발명의 목적은 입력한 화상을 표시나 기록할 수 있고, 마우스나 태블릿을 새로 부가하지 않아도 수기 문자나 도형을 
입력할 수 있는 전자 기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하는 것과, 그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
을 처리하는 것에 의해 이미지 센서의 이동 정보를 계산하도록 한다.

또는,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하는 것과, 그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처리함으로써 이미지 센서의 피사
체의 이동 정보를 계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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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팅용 커서를 제어한다. 버튼, 음성, 또는 촬상된 화상
의 상태와 연동함으로써,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drag)의 제어를 행할 수 있다.

태블릿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도형 입력용 커서를 제어한다. 버튼, 음성, 또는 촬상된 화
상의 상태와 연동함으로써, 펜업(pen-up), 펜다운(pen-down)의 제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된 도형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인식을 할 수도 있다.

사인(sign) 인증도,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봇이나 산업기기의 제어에 관해서는,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매니퓨레이터(manipulator)의 제어(또는 서보 
제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동 정보의 계산 방법은 미리 절대 좌표 정보가 대응된 대상물을 촬상하고, 그 절대 좌표 정보를 구하는 것,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의 대응점 계산을 하는 것,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으로부터 대상의 피사체를 추출하여 그 대상점 계산을 하
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대상의 피사체 특징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의 대응점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 중, 한쪽 화상의 중앙 부근의 부분 화상을 
다른 쪽 화상의 보다 큰 부분화상으로부터 탐색함으로써 대응점 계산을 하는 것,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 중, 한쪽 화상의 
특징이 많은 부분화상을 다른 쪽 화상의 보다 큰 부분화상으로부터 탐색함으로써 대응점 계산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대응점 계산에서는 조명 변동에 강한 상관 연산, 예를 들면 정규화 상호상관이나, 고주파 성분 추출후 일반화 하
프(hough) 변환을 행함으로써, 자연광이나 형광등 등의 조명 하에서 안정된 계산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속한 화상으로부터 회전 정보를 구하고, 그것에 따라 이동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이미지 센서의 이동 방향을 올
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속도 센서를 갖고, 가속도 정보에 따라 이동 정보를 보정함으로써 이동물체 상에서의 진동을 보정한 이미지 센서의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할 때와, 이동 정보를 계산할 때에, 스캔 속도나 스캔 영역 등의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을 변경시켜도 좋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다음에,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기본 구성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상 데이터를 입력하
는 이미지 센서, 상기 이미지 센서로부터 입력한 화상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 장치, 상기 이미지 센서로부터 입력한 화
상 데이터로부터 대상물체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특징은 하나(또는 한 조)의 이미지 센서를 화상 표시와 위치 정보 검출에 공용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시
각적으로 파악하는 제어 대상의 위치와, 이 제어 대상이 실제로 위치하는 위치 정보를 대응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제어
의 지시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제어 대상의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미지 센서로서는 CCD, CMOS, 진공관 타입의 촬상 소
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표시 장치는 액정 디스플레이, CRT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치 정보 검출 장치는, 예를 들면 
CPU, 퍼스널 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 제어 대상이 위치하는 장소인 것을 환경이라 칭하기로 한다. 따라
서, 이미지 센서가 입력하는 것은 환경에 관한 화상 데이터이고, 표시하는 것은 환경의 화상 데이터이며, 환경에서의 제
어 대상의 위치 제어를 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 13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3에 도시한 기능 블록간의 접속은 논리적인 접속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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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동작은 ROM(1307)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어기(1301)가 판독하여 실행함으로써 행해진다.

도시하지 않은 모드 전환에 의해, 화상 표시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 먼저 이미지 센서(1306)로 촬상된 화상을 인터페
이스(1305)를 통해 표시 버퍼(1302)에 전송한다. 이때, RAM(1308)에 일단 저장한 다음 전송해도 좋다. 표시 버퍼
(1302)의 화상은 액정 드라이버(1303)에 의해 액정 표시부(1304)에 표시된다.

한편, 이동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 이미지 센서(1306)로 촬상된 화상을 인터페이스(1305)를 통해 RAM(1308)에 저
장한다. 추적 처리부(1309)는 저장된 연속 화상으로부터 이동 정보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추적 처리부(1309)의 처리 내용을 도 2에 도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RAM(1308)에 저장된 제1 프레임
의 화상으로부터 중앙의 부분화상을 참조 화상으로 한다(201). 다음에, 이 참조 화상이 RAM(1308)에 저장된 제2 프
레임의 화상의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 상기 제2 프레임의 화상으로부터 참조 화상보다 큰 중앙의 부분화상을 탐
색 화상으로 한다(202). 탐색 화상으로부터 참조 화상을 구하는 패턴 매칭 처리를 한다(203).

패턴 매칭에서는 참조 화상 및 참조 화상과 동일 사이즈가 되는, 탐색 화상 내의 각 부분화상을 미리 정해진 유사도 계
산에 따라 유사도를 구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부분화상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 유사도 계산 방법으로서는, 대응하는 
화소간의 차의 총합을 구하는 것, 상호상관 등 외에, 정규화 상호상관이나, 참조 화상 및 탐색 화상의 각각으로부터 고
주파 성분을 추출하여, 그 고주파 성분의 대응을 일반화 하프 변환 등에 의해 정량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패턴 매칭 처리 후, 결정된 부분화상과의 유사도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보다 클 때, 참조 화상과 그 부분화상과의 위치 
어긋남을 이동 정보로서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때, 위치 어긋남 없음을 이동 정보로서 출력한다(204).

이후, 상기 제2 프레임의 화상으로부터, 다음 패턴 매칭 처리에 이용하는 참조 화상, 및 RAM(1308)에 저장된 제3 프
레임의 화상으로부터 탐색 화상을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고(205), 패턴 매칭 처리를 반복한다.

제어기(1301)는 상기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액정 표시부(1304)에 표시하는 도형 입력용 커서의 움직임을 계
산하고, 커서 위치를 표시 버퍼(1302)에 전송한다. 상기 커서는 최초 특정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특정 버튼 누름 등의 이벤트에 따라서 초기 위치로 돌아간다.

도형 입력용 커서가 아니라, 포인팅용 커서를 제어해도 좋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추적 처리부에서의 참조 화상을, 제1 프레임의 중앙 부분 화상으로 했지만, 제1 프레임으로부터 고
주파 성분 추출 등에 의해 특징 정보를 구하여 특징량이 많은 부분 화상을 참조 화상으로 해도 좋다.

또한, 도시하지 않은 버튼을 이용함으로써, 펜업, 펜다운을 제어하여, 유효한 도형을 입력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버튼을 
누르면 펜다운, 펜을 놓으면 펜업으로(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것 이외에, 버튼의 누름에 따라서 토글(toggle)적으로 펜
업과 펜다운을 전환하는 방법이라도 좋다. 버튼의 누름/놓음이 아니라, 음성의 대소, 진동의 대소, 화상의 흐려짐의 대
소 등에 의해 실현해도 좋다.

    
상기 도형 입력용 커서의 이동 정보와 펜업·펜다운 정보에 의해 수기 문자 또는 도형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수기 문자 
또는 도형을 그대로 액정 표시부(1304)에 표시해도 좋고, 표시시킨 후, 또는 표시시키지 않고, 문자 인식시켜도 좋다. 
대상의 문자로서는 일본어(한자, 히라가나, 가따까나), 외국어(알파벳 외), Graffiti 등의 특수문자, 기호, 암호 등이 
있다. 또한, 표시시킨 후, 또는 표시시키지 않고, 사인 인증에 이용해도 좋다. 문자 인식시키는 경우는 펜업·펜다운 정
보 없이 문자 인식시켜도 좋다.
    

문자 인식 후의 원하는 문자의 선택을, 도시하지 않은 버튼으로 실시해도 좋지만, 상기 도형 입력용 커서(또는 포인팅
용 커서) 및 펜다운(또는 클릭) 정보로 지정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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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문자 또는 도형의 속성을 상기 도형 입력용 커서(또는 포인팅용 커서) 및 펜다운(또는 클릭) 정보로 지정해도 
좋다.

인터페이스(1305)의 구성예를 도 3에 도시한다. 여기에서는 이미지 센서(1306)의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A/D 변환기
(301)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신호 처리 회로(302)에서 특정 신호 처리를 행한다. 도 3에는 기재하지 않고 
있지만, 프레임 메모리에 일단 저장해도 좋다.

인터페이스(1306)의 다른 구성을 도 4에 도시한다. 도 4에서는 A/D 변환기, 신호 처리 회로 이외에, 이미지 센서 설정
부(403)를 갖는다. 이미지 센서 설정부는 화상 표시 모드인지 이동 모드인지에 따라,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스캔 
속도, 스캔 사이즈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화상 표시 모드에서는 이미지 센서 전체를 30 프레
임/초로 스캔하고, 이동 모드에서는 이미지 센서의 일부를 보다 고속 프레임 레이트로 스캔할 수 있다.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한손으로의 조작으로 이동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피사체로서의 대상물을 미리 준비할 필
요가 없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한 예를 도 22에 도시한다. 전자기기(2201)는 액정 디스플레이(2202), 카메라(2204), 버튼(
2203)을 갖는다. 상기 전자기기(2201)를 움직이면서, 버튼(2203)을 누르거나 놓거나 함으로써, 액정 디스플레이(2
202)에 문자를 표시한다. 또한,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카메라(2304)로 화상을 입력시킨 후, 전자기기(2301)를 
움직이면서, 버튼(2303)을 누르거나 놓거나 함으로써, 입력시킨 화상의 위에 문자를 표시한다.

또한,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기기(2401)를 움직이면서, 버튼(2403)을 누르거나 놓거나 함으로써, 서로 다른 
전자기기(2402)에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2405) 상에 문자를 표시시키거나 하는 것도 고려된다. 버튼(2403)은 전자
기기(2402)가 아니라 전자기기(2401)측에 있어도 좋다. 전자기기 사이는 도 24와 같이 유선이라도, 도 25와 같이 무
선이라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13의 추적 처리부의 처리를 도 5와 같이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하는 것은 미리 절대 좌표가 대응되어 있는 물체일 필요가 있다.

화상 표시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의 동작은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이동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에 관해서도, 이미지 센서(1306)로 촬상된 화상을 인터페이스(1305)를 통해 RAM(1308)
에 저장하기까지는 동일하다. 또한, 추적 처리부가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것도 동일하지만, 그 계산 방법이 도 2의 방법
이 아니라, 도 5의 방법인 점이 다르다.

본 실시예에서는 촬상한 화상으로부터 절대 좌표 정보를 취득한다.

여기에서, 절대 좌표를 대응시키는데 있어서, (100, 50)과 같은 숫자로서의 표현이라도 좋고, 1차원 또는 2차원 바코
드와 같은 기호로서의 표현이라도 좋다.

먼저, 최초의 화상으로부터 OCR 또는 BCR 등의 방법에 기초하여, 촬상한 영역 중심의 절대 좌표를 구한다(501). 다음
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다음에 촬상된 화상으로부터 중심의 절대 좌표를 구한다(502). 이 양자로부터 이동 정보를 
계산하여 출력한다(503). 이후, 이들 처리를 반복한다.

추적 처리부의 처리를 도 6과 같이 간단하게 촬상한 화상의 절대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제어기(1301)
가 연속한 화상의 절대 좌표로부터 이동 정보를 계산한다.

이 실시예에서도, 한손으로의 조작으로 이동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좌표 정보를 하나의 프레임에서 구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동 정보의 오차가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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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13의 추적 처리부의 처리를 도 5와 같이 한 것을 들 수 있다. 도 7의 추적 처리에서는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 중, 미리 지정한 색 범위에 포함되는 색을 많이 포함한 대상물을 검지하여(701, 702), 그 
대상물의 중심 위치를 출력한다.

제어기(1301)는 연속한 화상의 중심 위치로부터 이동 정보를 계산한다.

이 실시예는, 이미지 센서를 고정하고, 손가락이나 펜 등으로 공중에 쓴 문자 또는 기호를 인식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대상물의 특징으로서는 색이 아니라 형상이라도 좋다. 또한, 중심 위치가 아니라 외접원(또는 구형) 또는 내접원(또는 
구형)의 중심이라도 좋다.

또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속하는 화상으로부터 이동량이 큰 물체를 검지하여(802), 그 물체의 중심 위치를 출
력해도 좋다.

이 실시예에서는 전자기기 자체는 정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된 커서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쉽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상물의 특징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정보 계산에서의 오차를 작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한 예를 도 26에 도시한다. 전자기기(2601)는 액정 디스플레이(2602), 카메라(2604), 버튼(
2603)을 갖는다. 상기 전자기기(2601)를 예를 들면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손가락(2605)을 움직이면서 버튼(2603)
을 누르거나 놓거나 함으로써 액정 디스플레이(2602)에 문자를 표시한다. 오른손 손가락의 손톱에 특정한 모양을 하고 
있어도 좋다. 손가락이 아니라, 특정 색, 모양 또는 형상을 갖는 대상물이라도 좋다.

전자메일을 작성하는 예를 나타낸다. 도 29는 문자/도형을 입력할 때의 전자기기의 상태 천이도이다. 상태(2901)는 수
기로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도형의 시점이 확정될 때까지의 상태이다. 상태(2902)는 수기 문자/도형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태(2903)는 수기 문자로부터 인식된 문자/도형의 몇 개의 후보 중, 적절한 후보가 선택되는 것을 기
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상태(2901)에서 상태(2902)로의 천이(2904)는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도형의 시점이 확정됨으로써 일어난다. 시점의 
확정이란, 예를 들면 펜이 정지한 (이동량이 소정 시간, 특정 범위 이하) 것을 판정하거나, 특정 버튼을 누르는 것 등에 
의해 행한다.

시점의 확정에 의해, 상태(2902)로 천이하고, 조작자는 의도하는 문자/도형을 손으로 쓴다. 여기에서, 조작자에게 시
점의 확정을 알리기 위해, 상태(2901)에서는 궤적을 그리지 않지만, 상태(2902)에서는 궤적을 그리거나, 표시하고 있
는 커서의 색 또는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화면 전체의 색을 변화시키거나, 액정 디스플레이의 특정 위치의 표시를 변화
시키거나 해도 좋다. 특정 버튼의 누름 등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묘화 정보를 소거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상태(2902)에서 상태(2903)로의 천이(2905)는 의도한 문자/도형의 수기 입력이 종료된 것을 검지함으로써 일
어난다. 수기 입력 종료의 검지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펜이 정지한 (이동량이 소정 시간, 특정 범위 이하) 것을 판정
하거나, 그때까지 입력된 문자/도형의 중심에서부터 소정의 거리 이상 커서가 이동하거나, 특정 버튼을 누르는 것 등에 
의해 행한다. 문자/도형의 입력에 있어서는 특정 이벤트에 의해, 펜다운/펜업을 제어해도 좋다. 이 경우는 펜업의 시간
이 소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펜업에서의 움직임이 특정 제스처로 인식된 경우에, 수기 입력 종료로 검지해도 좋다.
    

수기 입력의 종료를 검지한 후, 수기 입력한 문자/도형의 인식 결과를 출력한다. 문자/도형이 한번의 기입으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함으로써, 하나 또는 복수의 후보를 액정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상태(2903)로부터 상태(2901)로의 천이(2906)는 상기 표시된 후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의도한 문자/도형으로서 선택
됨으로써 일어난다. 선택하는 수단으로서는 후보 장소에 대응하는 버튼을 누른다, 수기로 대응하는 후보의 식별자를 나
타낸다 등이 있다. 선택된 문자/도형은 그때까지 입력한, 문자/도형 계열의 소정의 위치에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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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은 본 발명의 전자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표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30에서, 영역(3001)은 메일의 문자/도
형 계열을 표시하는 영역, 영역(3002)은 수기 문자/도형을 표시하기 위한 영역, 영역(3003)은 후보를 표시하는 영역
이다. 3004는 커서이다.

또한, 도 31에 본 발명의 전자기기의 액정 디스플레이의 다른 표시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영역(3101)은 메일의 
문자/도형 계열을 표시하는 영역, 영역(3102)은 수기 문자/도형을 표시하거나, 또는 후보를 표시하기 위한 영역이다. 
즉, 도 29에서의 상태(2901) 및 상태(2902)에 있어서는, 영역(3102)은 수기 문자/도형을 표시하기 위한 영역, 상태
(2903)에 있어서는 후보를 표시하기 위한 영역이다. 3103은 커서이다.

또한,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카메라(2704)로 화상을 입력시킨 후, 오른손 손가락(2705)을 움직이면서 버튼(27
03)을 누르거나 놓거나 함으로써, 입력된 화상 위에 문자를 표시한다.

또, 전자기기를 왼손으로 잡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 두고 이용해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9에서는 추적 처리부가 출력하는 이동 정보에 기초하여 
매니퓨레이터(910)를 제어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는, 예를 들면 이미지 센서가 매니퓨레이터의 앞에 장착되어 있고, 이미지 센서가 촬상하는 화상으로부터, 매
니퓨레이터가 어디를 조작하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매니퓨레이터 대신에, 다관절 로봇이나 서보라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 도 10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0에서는 추적 처리부 이외에, 회전각 계측부(1010)가 
있고, 이미지 센서가 초기 위치(또는 앞의 프레임)와 비교하여 몇번 회전했는 지의 정보를 계측한다.

그리고, 추적 처리부에서 계산한 이동 정보에 상기 회전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진짜 이동 정보(이동 방향)를 구한다.

예를 들면, 이미지 센서가 초기 위치와 비교하여 x번 회전하고 있다고 계산되었을 때, 추적 처리부에서 계산된 이동 방
향에 대하여 x번 보정한 이동 방향을 진짜 이동 방향으로서 계산한다. 제어기(1001)는 그 진짜 이동 방향을 이용하여, 
도형 입력용 커서 제어, 포인팅용 커서 제어, 사인 인증, 또는 매니퓨레이터 제어를 실시한다. 회전 정보 자체도 겸용하
여, 고도한 인식 또는 제어를 행해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 도 1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1에서는 추적 처리부 이외에, 확대 축소 계측부(1110)
가 있고,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가 초기 위치(또는 앞의 프레임)와 비교하여, 얼만큼 증가했는 지의 정보를 계측
한다. 즉, 앞의 프레임과 비교하여, 피사체가 확대되어 있으면,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가 접근했다고 인식하고, 
반대로 피사체가 축소되어 있으면,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가 증대했다고 인식한다. 거리의 위치량에 관해서는 확
대 축소 계측부에서 계측되는 배율과의 대응 관계를 미리 측정해 두고, 그 대응 관계와 확대 축소 계측부에서 구한 배율
을 이용하여 구한다.
    

    
제어기(1101)는 추적 처리부에서 구한 이동 정보와, 상기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 증가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도
형 입력용 커서 제어, 포인팅용 커서 제어, 사인 인증, 또는 매니퓨레이터 제어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도형 입력용 
커서 제어의 경우에는, 커서의 위치를 상기 이동 정보에서, 펜업/펜다운 판정을 상기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로 계
산한다 등이다. 포인팅용 커서 제어의 경우에는 상기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커서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
도 좋다. 사인 인증에서는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의 변동 정보도 인증 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다. 매니퓨레이터 제
어에서는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거리의 변동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또는 피사체)의 보다 상세한 위치를 인식
하여 제어에 반영할 수 있다.
    

 - 9 -



공개특허 특2002-0052217

 
도 10에 도시되고 실시예에서 설명한, 회전각 계측부를 추가하여 상기 인식 및/또는 제어를 행해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 도 1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2에서는 추적 처리부 이외에, 가속도 센서(1210)가 있
고, 이미지 센서와 피사체의 상대 이동 정보만이 아니라, (지구에 대한) 절대 이동 정보를 계측한다.

본 실시예의 구성의 전자기기를 이동 물체 상에서 이용할 때, 추적 처리부에 의해 구해진 이동 정보와 가속도 센서에 의
해 얻어진 이동 정보로부터, 이동 물체에 의한 진동의 영향을 구하고, 그 영향을 추적 처리부에 의해 구해진 이동 정보
에 반영함으로써, 진동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이동 정보를 삭감한다.

    
도 14는 이미지 센서와 환경의 상대 위치를 제어하는 장치 구성에 있어서의 제어 방법의 한 예를 도시한다. 현시점에 
있어서 화면의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미지 센서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고 하자. 이 화면을 보면서, 이미지 센서
가 위치하는 현재 위치로부터, 목표 위치를 화면 상에서 지시한다. 화면 상의 지시 내용은 위치 정보 검출 장치에서 검
출한 신호에 기초하여, 현재 위치=(x0, y0)와 목표 위치(x1. y1)의 차분=(dx, dy)을 이동 거리(거리와 방향)로서 
산출하여 상기 장치로의 지시 신호로 한다. 또한, 다른 목표 설정으로서는 목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 벡터(방향, 
이동 속도 등)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이미지 센서를 구비하는 장치 구성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차륜을 갖는 이동 장치, 이미지 센
서의 방향을 제어하는 촬영 장치, 이미지 센서를 갖춘 로봇 암 등이 있다. 이들 장치의 구동계에 대해 상기 지시에 기초
하는 제어 신호를 공급함으로써, 이미지 센서가 촬영하는 환경과의, 상대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휴대형 
카메라 장치에 있어서, 인물이 취급하는 것에 의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5는 이들 장치의 현재 위치로부터 목표 위치로의 제어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장치 구성에 있어서는 다차원계
의 제어가 필요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1차원의 위치 제어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2차원의 화상 데이터밖에 얻을 수 없지만, 위치 제어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구동계로의 제어 신호로 
변환한다. 이것은 견고한 장치 구성에 있어서는 다차원 방정식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많아 문제로 되지 않는다. 비선
형 요소가 있어도, 어떤 근사 처리에 의해 제어 신호의 변환을 행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응답의 즉응성
과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피드백 제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목표 위치의 설정과 함께, 피드백 신호의 
검출에 상기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목표 위치의 설정 방법은 화면 상에서의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에 의한 지시를 행할 수 있다. 또는, 미리 등록
해 두는 목표 위치에서 입력되는 화면 데이터를, 목표 위치의 지시 신호로서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지 센서로부터 
입력하는 화상 데이터와, 등록 화상 데이터의 매칭 처리를 행함으로써, 화면상에서의 이동 거리를 산출하는 것이다. 상
기 등록 화면 데이터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증상의 예로서의 특징 화면에 있어서, 이 등록 화면을 이미지 센서가 위치
하는 환경 안에 있어서의 존재 장소의 판정, 및 존재의 유무 판정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도 16은 화면 데이터를 이용한 피드백 제어계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어 대상이 위치하는 환경을 이미지 센서
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이미지 센서가 촬상한 화상 데이터는 조작자에 대해 지시하기 위한 표시 장
치, 및 제어를 위한 위치 정보 검출 장치로 공급된다.

    
조작자의 목적은 이미지 센서를 구비하는 제어 대상을 위치 제어하는 것에 있고, 목표 위치 설정의 용이함과, 즉응성 및 
안정성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은 화면을 보면서 위치 제어를 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조작
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피드백 신호로서 이미지 센서로부터 산출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어 대상에는 현재 위치와 목표 위치의 차분이 제어 신호로서 제공되어, 구동계에 대한 제어를 행한다. 제어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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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 위치와 목표 위치를 이용하여 제어를 행하는 것은 도중의 궤적을 미리 설정하고, 구동계로의 제어 신호를 미리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즉응성 및 안정성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조작자에 의한 목표 위치의 설정은 화면을 보면서 조작하기 위한 마우스, 태블릿, 조이스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입력 장치가 설정하는 신호는 화면 상의 목표 위치, 또는 목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벡터 정보(이동 방향, 이동 속도 
등) 등이다. 예를 들면, 마우스, 태블릿 등은 위치 설정에 적합하고, 조이스틱 등은 벡터 설정에 적합하다. 이들은 단독
으로도, 조합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들 지시를 행하는 입력 장치에는 구동계가 받는 구동 등에 대응한 
신호를 생성하는 수단을 조립해 넣음으로써, 조작자에 대해 움직임을 피드백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은 피드백 제어계에서의, 피드백 루프의 구성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어 대상으로 단일의 제어 신호를 이용
하는 1중 루프라도 좋고, 복수 종류의 제어 신호를 이용하는 다중 루프라도 좋다. 예를 들면, 조작자가 매뉴얼로 지시하
는 신호 이외에, 상기 이미지 센서로부터 산출한 위치 정보를 다중으로 귀환하는 피드백 제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조작자가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임의로 설정하는 목표 위치에 신속하고 안정하게 추종하기 위한 
제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7은 미리 등록한 화면 데이터에 기초하는 제어를 행하는 장치 구성이다. 등록 화면 데이터와, 이미지 센서로부터 
입력한 화면 데이터의 상관 연산을 행하여, 가장 상관도가 높은 곳을 목표 위치로서 산출하는 것이다. 산출 결과로서의 
목표 위치는 제어 대상의 제어 신호로서 이용할 수 있는 이외에, 검출 결과로서 조작자로 지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지 센서의 시야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센서의 시야 각도를 환경 내에서 스캔하기 위한 탐색 순서를 부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센서의 헤드를 움직여서 전체 주위의 촬영도 가능해진다. 상관 연산에 있어서는, 매칭 후보가 되
는 상관성을 검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화면 위치가 후보인 것을 조작자에게 지시하는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조작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시 장치에 있어서, 표시 화면 안에 후보 개소의 위치를 스폿, 커서, 점멸 등의 마크를 갖고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하지만 조작자의 수동 조작과 조합시킴으로써, 검출 정밀도를 높여 갈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미지 센서의 갯수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카메라를 구비할 
수 있다. 그 장점은 이미지 센서의 시야 범위의 확대, 3차원 위치의 검출, 촬영 시간의 단축, 환경 내의 스캐닝 시간의 
단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VGA(640×480 화소)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는 한 변이 수 밀리미터 크기이고, 또한 비
용도 싼 것이 많기 때문에 장치 구성에서의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상기한 장점이 크다.

예를 들면,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이미지 센서로부터의 입력은 스위치 회로에 의해 전환함으로써, 처리 장
치를 간편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시점으로부터의 복수의 화상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공간 상의 위
치 설정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로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즈계 등에 기인하는 화상의 왜
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정한 다음에 이용한다. 이들 왜곡 보정의 방법과 수단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서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은 이미지 센서를 구비하는 다축 로봇 암과 같이, 공간 상을 많은 자유도를 갖고 이동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임의의 위치로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다. 종래는 회전 각도에 대해서는 로터리 인코더 등을 
이용하는 일이 많지만, 본 발명에서는 이미지 센서로부터의 입력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위치로 
도달할 때까지의 제어를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이미지 센서로부터의 화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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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이용하여, 목표 위치까지의 도중 궤적의 장해물 등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해물 회피의 제어 장치
를 구비함으로써, 다자유도계(多自由度系)의 제어를 보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 센서의 시야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이미지 센서의 스캐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해 이미지 센서의 시야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촬영 방향을 이동해 감으로써, 전체의 화상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이 입력한 화상 데이터로부터, 상기 위치 정보 검출 장치를 이용하여 시야 위치를 검출하고, 
화면 재구성 장치로 입력 화면을 합성함으로써, 단일 이미지 센서에서는 입력 불가능한 시야 범위에 대해 화상 데이터
를 작성할 수 있다. 합성 결과는 메모리 상에 준비한 가상적인 시야 범위(메모리 화면)로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
고, 조작자는 목표 위치 주변의 화상 데이터를 메모리부터 판독하여, 표시 장치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화면 스크롤 기능을 이용하여 메모리 상의 합성 화면을 임의로 스크롤하면서 목표 위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 위치
에 대응하는 제어 대상의 제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또, 이미지 센서의 스캐닝은 센서 자체를 모터 구동계 등을 이용하여 헤드를 움직임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또는, 스캐
닝과 등가인 효과를, 상기한 복수의 이미지 센서의 조합에 의해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미리 등록한 화면 데이
터와의 상관 연산도, 상기한 메모리 화면 상에서 실행할 수 있다. 화면 전체에 있어서의 후보 장소의 검출, 및 표시를 행
할 수 있다.

    
다음에 도 28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한 예를 나타낸다. 도 28은 전체 구성을 나타
내고 있다. 이미지 센서(906)로 촬상한 화상은 인터페이스(905)를 통해 액정 드라이버(903), LCD(904)로 구성되는 
표시부로 표시된다. 비디오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자가 입력시키고 싶은 장면이 표시되면 촬상 지시 버튼(30
05)을 누르면, 이미지 센서(906)로부터의 화상은 기억부(908)에 기억된다. 이것은 종래의 장치와 동일한 동작이다. 
여기에서, 촬상 지시 버튼(3005)의 누름을 멈추면, 추적 처리부(909)가 동작하여, 이미지 센서(906)로부터의 화상을 
추적하고, 좌표 계산하여, 문자 인식부(3001)에서 문자 인식한다. 즉, 사용자는 입력시키고 싶은 화상에서 촬상 지시 
버튼을 누른 후, 카메라를 움직임으로써, 입력시킨 화상에 대한 애트리뷰트로서 문자의 입력이 가능해진다. 이 문자 애
트리뷰트를 부가부(3002)에서 화상에 부가하여 기억부(908)에 기억시킴으로써, 나중에 원하는 화상을 검색할 때, 효
율화가 가능해진다. 이 문자 인식은 미국 3COM사가 제창하고 있는 GRAFITY 문자를 이용함으로써 한번에 기입하여 
알파벳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자 입력의 타이밍으로서, 화
상 입력후 만으로 한정해 버리면, 연속하여 화상을 입력할 때 시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입력 버튼을 
따로 설치하여, 화상 입력 지시와 문자 입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고정적인 네모난 방에 한정되지 않고, 풍경 화면과 같은 옥외 환경, 동굴과 같이 주위가 막
힌 환경,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부정형 환경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입력된 화상을 표시하는 것이나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서, 마우스나 태블릿을 새로 부가하지 않아도 수
기 문자나 도형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매니퓨레이터의 선단에 이미지 센서를 부착한 경우, 동작 지령에 대해 그 이미지 센서로부터 구해지는 이동 정보
를 피드백함으로써, 매니퓨레이터의 지령값에 대한 동작의 추종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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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센서(image sensor)를 갖는 전자기기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하는 수단; 및

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처리함으로써 이미지 센서의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팅용 커서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도형 입력용 커서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사인 인증을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매니퓨레이터(manipulator)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버튼과 연동(連動)함으로써,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음성과 연동함으로써,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촬상된 화상의 상태와 연동함으로써,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drag)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버튼과 연동함으로써, 펜업(pen-up), 펜다운(pen-down)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음성과 연동함으로써, 펜업, 펜다운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촬상된 화상의 상태와 연동함으로써, 펜업, 펜다운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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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입력된 도형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인식을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미리 절대 좌표 정보가 대응된 대상물을 촬상하고, 상기 절대 좌표 정보를 구함으로써 이동 정보를 계
산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의 대응점 계산을 함으로써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 중, 한쪽 화상의 중앙 부근의 부분화상을 다른 쪽 화상의 더욱 큰 부분화상으
로부터 탐색함으로써 대응점 계산을 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 중, 한쪽 화상의 특징이 많은 부분화상을 다른 쪽 화상의 더욱 큰 부분화상으
로부터 탐색함으로써 대응점 계산을 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조명 변동에 강한 상관 연산에 의해 대응점 계산을 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조명 변동에 강한 상관 연산으로서 정규화 상호 상관을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조명 변동에 강한 상관 연산으로서 고주파 성분 추출 후 일반화 하프 변환을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구한 화상의 회전 정보에 따라서 이동 정보를 보정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가속도 센서를 갖고 있고, 상기 가속도 센서로부터 출력된 정보에 따라서 이동 정보를 보정하는 전자
기기.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할 때와, 이동 정보를 계산할 때에, 상기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을 변경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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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이 스캔 속도인 전자기기.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이 스캔 영역인 전자기기.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전자기기 본체를 이동함으로써 상기 전자기기의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6.

이미지 센서를 갖는 전자기기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하는 수단; 및

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처리함으로써 상기 이미지 센서의 피사체의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팅용 커서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도형 입력용 커서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사인 인증을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계산된 이동 정보를 이용하여 매니퓨레이터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버튼과 연동함으로써,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음성과 연동함으로써,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촬상된 화상의 상태와 연동함으로써,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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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버튼과 연동함으로써, 펜업, 펜다운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음성과 연동함으로써, 펜업, 펜다운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6.

제28항에 있어서, 촬상된 화상의 상태와 연동함으로써, 펜업, 펜다운의 제어를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7.

제28항에 있어서, 입력된 도형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인식을 행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8.

제26항에 있어서, 연속하여 촬상된 화상으로부터 대상의 피사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피사체에 대해 대응점 계산을 
함으로써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39.

제26항에 있어서, 대상의 피사체의 특징을 미리 설정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4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출력할 때와, 이동 정보를 계산할 때에, 상기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을 변경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이 스캔 속도인 전자기기.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의 스캔 조건이 스캔 영역인 전자기기.

청구항 43.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의 시야 내에서 제3 물체를 이동함으로써, 상기 제3 물체의 이동 정보를 계산하는 
전자기기.

청구항 44.

이미지 센서와,

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을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표시부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부를 갖는 전자기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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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센서로 촬상한 화상의 이동 정보로부터 문자 인식하여, 상기 인식 결과를 촬상한 화상에 애트리뷰트(attr
ibute)로서 부가하는 수단을 갖는 전자기기.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애트리뷰트로서 영숫자(英數字)를 나타내는 기호를 이용한 전자기기.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애트리뷰트를 1문자의 영숫자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Grafity 문자를 이용한 전자기기.

청구항 47.

제44항에 있어서, 화상을 촬상하는 모드와 기호를 입력하는 모드를 전환하는 버튼을 갖는 전자기기.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화상의 촬상을 지시하는 버튼과, 상기 화상 입력을 지시하는 버튼이 해제되었을 때, 미리 설정한 소
정 시간은 기호를 입력하는 모드로 전환하는 수단을 갖는 전자기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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