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06F 3/03

     G04G 1/00

     H04M 1/02

     H04N 5/225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115882

2005년12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5-7015956

(22) 출원일자 2005년08월26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8월26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4/002676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90705

국제출원일자 2004년03월03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10월21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056529

JP-P-2004-00040742

2003년03월04일

2004년02월18일

일본(JP)

일본(JP)

(71) 출원인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72) 발명자 코스기 이치로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소니가부시끼

가이샤내

야나기다 도시하루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소니가부시끼

가이샤내

후지누마 게이이치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소니가부시끼

가이샤내

오코시 요시오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키타시나가와 6쵸메 7반 35고 소니가부시끼

가이샤내

(74) 대리인 신관호

심사청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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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체(1)에 표시부(3) 및 카메라부(4)가 노출된다. 케이스체가 비도전성재료로 이루어진다. 본체(1)의 한쪽 측면이 입력장

치의 정보입력면(5)으로 된다. 정보입력면(5)의 측면 케이스체의 내측에 경량 또한 박형의 필름형 정전센서가 설치되어 있

다. 정보입력면(5)에 대하여, 손가락끝(6)이 접촉하면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표시부(3)에 있어서 커서가 이동된다. 정보

입력면(5)을 높이방향으로 3분할한 탭위치(U, C, L)가 규정된다. 각 탭위치를 1회 가볍게 두드림으로써, 손가락끝(6)의 이

간·접촉이 센서에 의하여 검지되며, 탭동작이 인식된다. 탭동작은, 커서의 지시하는 위치의 메뉴의 결정, 셔터동작등의 의

미를 가지고, 탭위치의 상위(相違)가 센서에 의하여 검출 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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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이 발명은, 정보단말장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시를 입력하는데에 적용되는 입력장치, 정보단말장치 및 모드전환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는, 경량의 팜톱(palmtop)형 정보단말이나, 손목시계형 정보단말, 손목시계형 컴퓨터, 소형 전자카메라등의 정보단

말장치가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개 2002-125039호 공보에는, 손목시계형 정보단말이 기재되어 있다.

도 14는, 상기 문헌에 기재의 손목시계형 정보단말의 외관을 나타낸다. 도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손목시계형 정보

단말은, 장치본체(101)와, 그 양단부에 계지된 리스트밴드(102)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본체(101)의 상면 대략 중앙부분에

는, 각종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표시부(103)가 설치되어 있다. 또, 장치본체(101)의 상면의 하부에는, 손목시계형 정보단

말을 조작하기 위한 버튼(104a, 104b 및 104c)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장치본체(101)의 하부에 연결되어 설치된 연결 설

치부(105)에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의 버튼(106)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손목시계형 정보단말은, 도 1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기자체의 소형화에 의해 입력버튼이 작게 되어 있기 때

문에, 버튼을 조작하는 것이 귀찮으며, 오조작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가 있었다. 버튼을 크게 하기 위해, 기기의 형상을 크

게 하면, 몸에 하는 손목시계로서는 너무 크게 되거나, 디자인이 나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외부에 버튼이 노출하

고 있는 것은, 버튼이 고장나거나, 디자인을 손상할 염려가 있었다.

또, 팜톱형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등에서는, 펜형의 입력기기를 이용함으로써, 화면상에 표시된 버튼을 누르

는 것으로 입력조작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펜형의 입력기기와 본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펜형의 입력기기

를 분실하기 쉽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입력조작시에 본체에 더하여 펜형의 입력기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

문에, 입력조작이 번잡하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다. 펜형 입력기기에 의해 정보의 입력을 행하도록 한 경우에서도, 휴대정

보단말의 표면에는,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입력영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고, 기기의 소형화나 디자인이 손상될 문제

가 있었다.

따라서, 이 발명의 목적은, 기기의 소형화 및 기기의 디자인을 손상하지 않고, 안정 또한 용이하게 입력조작이 가능하게 된

입력장치, 정보단말장치 및 모드전환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발명의 제 1의 형태는, 정보단말장치의 본체의 외면의 일부에 위치센서가 배치되며, 위

치센서에 접촉하는 손가락의 위치와, 손가락의 촉각·이간(離間)을 위치센서에 의하여 검출하고, 손가락의 위치와 손가락의

접촉·이간(離間)조작에 대응하는 조작신호를 정보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제어기에 대하여 공급하도록 한 입력장치이다. 보

다 구체적인 형태는, 위치센서의 센싱부가 본체의 케이스체에 의하여 덮여지는 구성이다.

이 발명의 제 2형태는, 입력장치와 입력장치로부터의 조작신호가 제어용의 제어기에 부여되는 정보단말장치에 있어서, 입

력장치는, 본체 외면의 일부에 위치센서가 배치되며, 위치센서에 접촉하는 손가락의 위치와, 손가락의 접촉·이간을 위치센

서에 의하여 검출하고, 손가락의 위치와 손가락의 접촉·이간조작에 대응하는 조작신호를 정보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제어기

에 대하여 공급하는 구성으로 된 정보단말장치이다. 보다 구체적인 형태는, 위치센서의 센싱부가 본체의 케이스체에 의하

여 덮여지는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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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의 제 3의 형태는, 모드항목의 하위에 설정항목을 가지도록, 복수의 모드가 규정된 정보단말장치의 모드전환법에

있어서, 위치센서상을 손가락으로 덧그림으로써 모드항목을 전환하는 스텝과, 위치센서상의 소정 위치를 손가락으로 접촉

·이간시킴으로써 설정항목을 전환하는 스텝과, 현재 모드를 나타내는 표시를 디스플레이상에 표시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지

는 모드전환방법이다.

이 발명에서는, 위치센서의 센싱부가 본체의 정면 또는 측면에 배치되며, 위치센서에 접촉하는 손가락의 위치와. 위치센서

에 있어서의 손가락의 접촉·이간에 의해 입력을 행하므로, 좁은 스페이스이더라도, 입력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발명에

의하면, 케이스체 표면에 버튼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정된 스페이스이더라도,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작성을 양호하게 할 수 있고, 또, 디자인을 손상할 염려가 없다.

또, 이 발명은, 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펜의 보관을 고려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신체에 장착하고 있는 상태로 입력을

행할 수 있다. 게다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가락으로 탭하는 등의 조작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행하는 감각적인 것이기 때

문에, 이 발명은, 입력조작시의 심리적인 부담이 키보드입력등에 비교하여 대폭으로 경감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손목시계형 휴대정보단말의 정면도이다.

도 2는,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휴대정보단말의 이면 덮개를 벗긴 상태의 배면도이다.

도 3은, 정전센서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및 부분확대도이다.

도 4는,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휴대정보단말의 시스템구성의 일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휴대정보단말의 조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약선도이다.

도 6은,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휴대정보단말의 동작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한 약선도이다.

도 7은, 디지털 카메라에 이 발명을 적용한 다른 실시형태의 전면 및 배면의 대략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8은, 이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정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9는, 이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터치패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평면도 및 이면도이다.

도 10은, 이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전기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1은, 이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촬영메뉴의 예를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12는, 이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의 재생메뉴의 예를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13은, 이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메뉴표시의 구체예를 나타내는 약선도이다.

도 14는, 종래의 손목시계형 단말장치의 외관을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부호의 설명

1. 본체 3. 표시부

4. 카메라부 5. 정보입력면

6. 손가락끝 10. 센서

14. 센싱부 41. 촬영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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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셔터스위치 44. LCD디스플레이

45. 터치패드 47a∼47e. 감압스위치

실시예

이하,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a는,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손목시계형 정

보단말의 정면도이다. 손목시계형 정보단말은, 본체(1)와 본체(1)의 상단부 및 하단부에 의해 멈춰진 리스트밴드(2)를 구

비한다. 전원으로서의 전지는, 본체(1)내 또는 리스트밴드(2)내에 수속된다.

본체(1)의 대략 중앙에는, 플랫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LCD(Liquid Crystal Display)등의 표시부(3)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

고, 본체(1)의 우상부(右上部)에는, CCD(Charge Coupled Device),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등의 촬상소자와 렌즈로 이루어지는 카메라부(4)가 설치되어 있다. 본체(1)의 케이스체는, 세라믹, 플라

스틱등의 비도전성재료로 이루어진다.

본체(1)의 표시부(3) 주위의 정면 또는 본체(1)의 상, 하, 좌 또는 우측면의 케이스표면이 사용자의 정보입력면으로 된다.

일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본체(1)의 한쪽면이며, 표시부(3)의 측면과 서로 겹치는 높이의 영역이 이 발명에 의한 입력장치

의 정보입력면(5)으로 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보입력면(5)의 측면 케이스체의 내측에는 위치센서, 예를 들면, 정전용

량의 변화를 검지하는 정전센서(이하, 적당히 센서로 칭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도 1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보입력면(5)에 대하여, 사용자의 손가락 예를 들면 검지손가락의 손끝(6)이 접촉하면서 상

하로 이동하는 것으로 입력조작이 이루어진다. 손가락끝(6)의 위치가 내측의 센서에 의하여 검지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

이, 검지손가락(6)이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표시부(3)에 있어서, 선택위치 또는 커서가 상하된다.

또, 도 1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보입력면(5)을 높이 방향으로 3분할한 탭위치(U, C, L)가 지정된다. 이들 탭위치를 상

(上)탭위치(U), 중(中)탭위치(C), 하(下)탭위치(L)로 칭하기로 한다. 각 탭위치를 1회 가볍게 침으로써, 손가락끝(6)의 이

간·접촉이 센서에 의하여 검지되며, 탭동작이 확인된다. 탭동작은, 선택되어 있는 위치의 메뉴의 결정, 셔터 동작등의 의미

를 가지고, 탭위치의 상위가 센서에 의하여 검출가능하다. 또, 단시간으로 2회 탭을 행하는 것을 탭동작으로 정의 해도 좋

다.

도 2는, 본체의 이면측의 케이스체를 벗긴 상태를 대략적으로 나타낸다. 본체(1)의 상자형의 수납부에는, 표시부(3), 카메

라부(4), 도시하지 않은 신호처리용의 IC가 실장된 회로기판등이 수납되는 동시에, 정보입력면(5)의 측면에 따라서 센서

(10)의 센싱부가 배치되어 있다. 이면측의 케이스체와 회로기판(도시하지 않음)과의 사이의 간극에 센서(10)가 부착된다.

센서(10)는, 경량 또한 박형의 필름형이므로, 예를 들면 양면 접착테이프에 의해 부착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센서(10)의 일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센서(10)는, 도 3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부(基部)(11)와, 기부

(11)로부터 연장하는 띠형부(12)가 폴리이미드등으로 이루어지는 플렉시블 배선기판에 의하여 일체로서 구성되어 있다.

도 3a는, 조작면에서 본 도면이며, 반대측 면이 부품면으로 되어 있다.

기부(11)의 부품면에 신호처리용 IC, 수정(水晶)발진기, 저항, 콘덴서등의 칩부품이 실장되어 있다. 띠형부(12)의 부품면

에 전극패턴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IC가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로 되며, 베어칩을 사용한 플립칩

실장을 행함으로써, 센서(10)의 소형화와 박형화가 실현되어 있다.

띠형부(12)의 대략 중앙위치에 본체(1)의 상하방향의 완곡에 따른 선상에 다수의 작은 구멍(13)이 형성되어 있다. 작은 구

멍(13)에 의하여, 도 3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작은 구멍(13)이 형성되어 있는 선에 따라 띠형부(12)를 부품면측에 거의

직각으로 접어 구부리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 작은 구멍에 대신하여 슬릿, 홈등을 설치하여 접어 구부리는 것을 용이

하게 해도 좋다. 또한, 플렉시블인 특성을 이용하고 본체(1)내에 둥글게 수납하도록 해도 좋다.

띠형부(12)의 기부(11)로부터 떨어진 측의 접어 구부린 부가 센싱부(14)이다. 센싱부(14)의 부품면에는, 도 3b에 확대하

여 나타내는 바와 같이, 빗살형으로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즉, 공통전극(15)이 센싱부(14)의 연장방향으로 일정 간격이 형

성되며, 2개의 공통전극의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검출전극(16a, 16b, …)이 형성되어 있다. 센싱부(14)는, 띠형부

(12)의 연장방향의 위치를 검지하는 1차원 위치센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공개특허 10-2005-0115882

- 4 -



상술한 센서(10)가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체(1)내에 수납되며, 센싱부(14)가 본체(1) 측면의 정보입력면(5)이 대

향된다. 정보입력면(5)과 센싱부(4) 사이의 케이스체가 게재하지만, 케이스체의 두께가 1㎜정도이므로, 정보입력면(5)상

의 손가락끝(6)의 위치 및 손가락끝(6)의 탭동작을 센서(10)가 검지할 수 있다.

센서(10)의 센싱부(14)에서는, 인접하는 전극간에 정전용량이 형성되며, 이 정전용량이 손가락끝(6)의 접근에 의하여 변

화하는 것을 검출하고 1차원방향의 좌표위치를 검출하도록 이루어진다. 즉, 손가락끝(6)이 도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

극간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선이 손가락끝으로 흡수되며, 그 결과, 정전용량이 변화한다. 따라서, 금속물등을 손에 가지고

조작한 경우와 같이, 손가락 이외의 물체로 조작면상에 부분적으로 용량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치검출이 가

능하지만, 도전성이 없는 물체(손톱, 펜 등)에서는, 위치검출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센서(10)는, 노트형 퍼스널 컴퓨터

에서 사용되고 있는 2차원의 포인팅 디바이스(터치패드 또는 트랙패드로 칭해진다)와 동일 동작원리의 것이다.

도 4는,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정보단말장치의 시스템구성의 일예를 나타낸다.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정보

단말장치는, 장치전체를 제어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21)를 가진다. CPU(21)는,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각부

를 제어한다.

CPU(21)에 대하여, 표시부(3), 카메라부(4) 및 센서(10)가 접속되어 있다. 표시부(3)에는, 정보단말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가 표시되며, 또, 카메라부(4)에 의하여 촬영된 화상이 표시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CPU(21)에 대하여 프로그램

격납용 및 직업용 메모리(22), 외부스토리지(23) 및 무선장치(24)가 접속된다. 외부스토리지(23)는, 예를 들면 리무버블

(removable)한 메모리카드이다.

무선장치(24)는, Bluetooth방식,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방식등의 근거리통신, 무선LAN(Local Area

Network)의 통신,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등의 공중무선을 행하기 위한 장치이다. 정보단말장치에 대하여

예를 들면 IP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다. 무선장치(24)에 의하여, 다른 퍼스널컴퓨터와 통신하거나, 옥외의 엑세스 포인트

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되며, 커맨드, 데이터등을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참조부호(25)는, 배터리, 안정화 회

로등으로 이루어지는 전원부이다.

도 5는,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손목시계형 정보단말의 조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 실시형태에 의한 손

목시계형 정보단말의 동작모드의 전환은, 스크롤(scroll) 및 탭(tap)에 의해 행해진다. 스크롤은, 도 5a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손목시계형 정보단말의 본체(1)의 측면의 정보입력면(5)을 상방향 혹은 하방향으로 손끝으로 덧그리는 작업이다. 또

한, 이하에서는, 정보입력면(5)을 하방향으로 덧그리는 작업을 하(下)스크롤로 칭하고, 정보입력단면(5)을 상방향으로 덧

그리는 작업을 상(上)스크롤로 칭한다. 탭은, 정보입력면(5)을 가볍게 두드리는 작업이며, 조작위치에 따라서 다른 탭으로

서 확인된다. 여기서는, 도 5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상(上)탭(U), 중(中)탭(C), 하(下)탭(L)

이 규정되어 있다.

도 6을 참조하여,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의한 정보단말장치의 조작의 일예를 설명한다. 일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카메라

모드, 스케줄러모드, 전자메일모드등의 복수동작모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카메라모드는, 소망의 피사체를 촬영

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로서의 동작모드이며, 스케줄러모드는 개인의 스케줄등을 관리하기 위한 모드이며, 메일모드는

무선등을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로부터 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모드이다. 각 모드에서는, 표시부(3)에 모드명이 표시된다.

최초로, 사용자가 모드선택 동작을 행한다.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정보입력면(5)을 손가락끝으로 상하로 덧그리는 스크롤을 행하면, 카메라모드표시(31a), 스케

줄모드표시(31b), 전자메일모드표시(31c)…가 전환된다. 사용자는, 소망의 모드표시의 상태에서, 중탭을 탭한다. 그것에

의하여 모드선택이 이루어진다.

일예로서, 카메라모드표시(31a)가 표시부(3)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탭을 탭함으로써, 카메라모드가 선택된다. 카

메라모드의 동작을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중탭을 탭함으로써, 카메라모드의 메뉴표시화면(32a)이 표시된다. 메뉴로

서는, 촬영메뉴, 재생메뉴, 소거메뉴, 복귀(Back)가 있다. 선택되어 있는 메뉴가 하이라이트표시, 반전표시등의 커서로 지

시된다. 메뉴표시화면(32a)에서는, 촬영메뉴가 선택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하(下)스크롤을 행함으로써 커서가 아래방향으로 이동하고, 재생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화면(32b), 소거메뉴

가 선택되어 있는 화면(32c)이 순으로 표시되며, 또한, 하스크롤을 행함으로써, 복귀가 선택되어 있는 화면(32d)이 표시된

다. 각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메뉴표시화면(32a, 32b, 32c, 32d)에 있어서, 중탭을 탭함으로써 실행되는 메뉴가 결정된다.

또, 화면(32d)에 있어서, 중탭을 탭함으로써, 메뉴표시화면(32d)에서 카메라모드표시(31a)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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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모드에 있어서의 각 메뉴에 대하여 설명한다. 메뉴표시화면(32a)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탭이 탭되면, 촬영메

뉴가 선택된다. 그리고, 카메라부(4)에 의해 촬영되는 화상이 표시되는 화상표시화면(331)이 표시된다. 촬영메뉴인 것이

화면내 셔터버튼(33a)의 표시색을 바꿈으로써 사용자에게 나타난다. 화상표시화면(331)을 확인하면, 중탭을 탭한다. 이것

에 의해, 화상표시화면(332)에 표시된 피사체가 촬영된다. 촬영종료후에, 중탭을 탭하면, 촬영된 화상이 소정 시간 예를 들

면 3초간 표시된다. 그리고, 중탭을 탭할 때마다, 셔터버튼(33a)이 눌려지게 되며, 화상이 촬영된다. 참조부호(33b)는, 촬

영가능한 화상의 잔매수(殘枚數)를 나타내는 잔매수표시이다.

카메라부에 의하여 촬영된 화상은, 필요에 따라 압축되고 나서 외부스토리지(23)에 기억된다. 촬영된 화상을 재생하는 경

우에는, 외부스토리지(23)로부터 화상데이터가 독출되며, 압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장(伸長)되고 나서 표시부(3)에 표시

된다. 또한, 촬영화상은, 외부스토리지에 한하지 않고, 내부의 플래시메모리에 격납해도 좋다.

촬영메뉴를 종료할 때에는, 화상표시화면(332)등의 화상표시화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下)스크롤을 행하고, 표

시화면(33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Back"버튼을 선택하고, 중(中)탭을 탭한다. 이 중탭에 의하여, 촬영메뉴가 종료한

다. 그리고, 메뉴화면(32d)이 표시되는 상태로 된다.

메뉴화면(32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재생메뉴를 선택하고, 중탭을 탭한 경우에는, 재생메뉴가 실행된다. 재생메뉴에서

는, 표시화면(34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재생화상과, 화상인덱스(index)(34a)와 순서대로 보내는 버튼(34b)이 표시된

다. 화상인덱스(34a)는, 전 촬영매수중, 몇장째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순서대로 보내는 버튼(34b)은,

촬영화상을 1장씩 순으로 표시하기 위한 버튼이다. 표시화면(341)에 있어서, 중탭을 탭하면, 다음 촬영화상의 표시화면

(342)이 표시된다. 그 후, 중탭을 탭할 때마다, 촬영화면이 1장씩 순서대로 보내진다.

재생메뉴를 종료할 때에는, 화상표시화면(342)등의 재생화상의 표시화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스크롤을 행하고,

표시화면(34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Back"버튼을 선택하고, 중탭을 탭한다. 이 중탭에 의하여, 재생메뉴가 종료한다.

그리고, 메뉴화면(32d)이 표시되는 상태로 된다.

메뉴화면(32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거메뉴를 선택하고, 중탭을 탭한 경우에는, 소거메뉴가 실행된다. 소거메뉴에서

는, 표시화면(35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재생화상과, 화상인덱스(35a)와, 소거버튼(35b)이 표시된다. 화상인덱스

(35a)는, 전 촬영매수중, 몇장째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표시이다. 표시화면(351)에 있어서, 중탭을 탭하면, 소거확

인화면(352)이 표시된다. 소거확인화면(352)에 있어서는, 「소거합니까? 」의 메세지와, 「YES」및 「NO」의 버튼이 표

시된다. 소거하는 경우에는, 「YES」 버튼이 선택되며, 소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NO」 버튼이 선택된다. 중탭을 탭함으

로써 선택한 동작이 실행된다. 그리고, 다음 화상에 관한 소거확인화면이 표시된다.

소거메뉴를 종료할 때에는, 소거확인화면(352)등의 소거확인화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스크롤을 행하고, 화면

(35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Back"버튼을 선택하고, 중탭을 탭한다. 이 중탭에 의하여, 소거메뉴가 종료한다. 그리고,

메뉴화면(32d)이 표시되는 상태로 된다.

또한, 메뉴화면(32d)의 표시상태에 있어서, 중탭을 탭함으로써, 모드표시화면(31a)이 표시되는 상태로 복귀한다.

다음으로, 이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이 발명이 적용된 초소형 디지털카메라의 전면(前面) 및

배면(背面)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폭×안쪽길이×높이, 최대 돌기부를 포함하지 않는 치수)가

(69.1×16.8×24)(㎜)의 크기로 되어 있다. 소형이므로, 손가락으로 집도록 지닐 수 있다. 전원은, 박형 리튬이온전지이다.

케이스전면으로부터 돌출하는 촬영렌즈(41)의 가로에 전원스위치(42)가 설치되어 있다. 케이스상부에는, 셔터스위치(43)

가 설치되어 있다. 전원스위치(42)가 오프상태이더라도, 셔터 스위치(43)를 누르면, 즉시 전원이 온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케이스 배면에 LCD디스플레이(44)가 설치되어 있다. LCD디스플레이(44)는, 예를 들면 0.55인치의 사이즈이다. LCD디

스플레이(44)에는, 촬영하려고 하는 화상, 메모리카드등의 매체로부터 독출된 재생화상, 메뉴, 여러 가지의 동작모드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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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화상등이 표시된다. 케이스상부에는, 셔터버튼(43)의 가로에, 도 8의 평면도에도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입력모드로

서의 터치패드(45)가 설치되어 있다. 터치패드(45)의 근방에는, 그 양단위치와 중앙위치의 목안으로 되는 마커가 설치되

어 있다.

도 9는, 터치패드(45)의 부분만을 나타내고, 도 9a가 케이스상면측에서 본 도면이며, 도 9b가 도 9a의 이면을 나타낸다.

터치패드(45)는, 플렉시블한 배선기판(46)과, 배선기판상(46)에 일렬로 늘어서 설치된 복수, 예를 들면 5개의 감압 스위치

(47a, 47b, 47c, 47d, 47e)와, 감압스위치(47a∼47e)를 피복하는 수지제의 시트(48)로 구성되어 있다. 배선기판(46)의 배

선형성부가 필요에 따라 접어 구부려져 케이스내에 배치된다.

디지털카메라를 손가락으로 자세를 취하여 촬영하는 상태에서, 좌에서 순서대로 감압스위치(47a∼47e)가 배열된다. 시트

(48)의 위에서 감압스위칭(47a∼47e)의 소망의 것으로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다. 감압스위치(47a∼47e)로서는, 예를 들

면 밑으로 누르는 힘에 따라 연속적으로 접점(接點) 저항치가 변화하는 감압접점을 가지는 것이다. 감압스위치(47a∼47e)

는, 손가락끝에 의하여 시트(48)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함으로써 온 한다. 감압스위치(47a∼47e)의 온/오프가 케

이스내의 회로부(제어부)에 전달된다.

도 10은, 디지털 카메라의 회로부의 구성을 나타낸다. 참조부호(50)가 예를 들면 CCD(Charge Coupled Device)로 이루

어지는 촬상부를 나타낸다. 촬상부(50)에 대하여 촬영렌즈(41)를 거쳐서 피사체상이 입사한다. 촬상부(50)로부터 촬상신

호(S1)가 신호처리부(51)에 입력된다. 신호처리부(51)는, CDS(Correlated Double Sampling), AGC를 가진다. CDS는,

촬상신호(S1)에 리셋 잡음이 발생하는 기간에 있어서, 그 신호레벨을 소정 전위에 클램프함으로써 노이즈 성분 저감한다.

AGC는, 촬상신호(S1)의 진폭을 자동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호처리부(51)는, 촬상신호(S1)에 대하여 Y/C분리, 간마보정, 화이트밸런스등의 처리를 행하고, 매트릭스처리에

의하여 비디오신호(S2)를 발생한다. 비디오신호(S2)가 A/D변환기(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52)에 의하여 디지털 비디오

신호(S3)로 변환한다.

디지털 비디오신호(S3)가 버스(53)에 출력된다. 버스(53)는, CPU(Central Prosessing Unit)(54)에 접속된 것으로, 버스

(53)를 거쳐서 제어기신호, 어드레스 데이터, 비디오데이터등이 전송된다. CPU(54)에 의하여 디지털 카메라 전체 동작이

제어된다.

버스(53)에 대하여, 시스템 메모리(55), 불휘발성 메모리(56), I/O포트(57), 카드 인터페이스(59)가 접속된다. 시스템 메모

리(55)에는, 프로그램등이 기억되는 ROM, 프로그램 실행시의 작업영역으로 되는 RAM이 포함된다. 불휘발성 메모리(56)

에는, 전원 오프후에도, 디지털 카메라의 동작에 관한 각종 정수등이 기억된다.

I/O포트(57)는, 조작부(셔터버튼(43) 및 터치패드(45))로부터의 조작신호를 버스(53)를 거쳐서 CPU(54)에 전송한다. 메

모리 카드 슬롯(58)에 대하여 메모리 카드(MC)가 장착자재로 되어 있다. 메모리 카드슬롯(58)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MC)

와 CPU(54)와의 사이의 데이터의 수수(授受)가 카드 인터페이스(59)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안테나(60) 및 송수신회로(61)는, GPS(Global Positiong System)를 구성한다. 단, GPS의 기능은, 옵션 구성으로 되며, 반

듯이 갖추지 않아도 좋다. 스트로보(strbo)가 장착자재로 갖추어져 있고, 참조부호(62)에서 나타내는 스트로보가 스트로

보 제어부(63)에 의하여 제어된다. 스트로보 제어부(63)는, 버스(53)를 거쳐서 CPU(54)와 접속되며, 제어신호(S4)가

CPU(54)로부터 스트로보 제어부(63)에 공급된다.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자동발광, 발광 온, 발광 오프 등의 동작이 이

루어진다.

버스(53)에 대하여 캘린더·시계부(64)가 접속된다. 캘린더·시계부(64)는, 촬영시간, 베터리 사용시간등을 관리한다. 촬영

일시가 촬영화상에 부가되며, 배터리의 잔량시간등이 연산된다.

A/D변환기(52)로부터 디지털 비디오신호(S3)가 압축/신장부(65)에서 예를 들면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에 의한 데이터 압축의 처리를 받는다. 압축 비디오 데이터가 필름메모리(66)에 기입되는 동시에, D/A변환기(디지

털 아날로그 변환기)(67)를 거쳐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가 LCD디스플레이(44)에 공급되며, 촬영중의 화상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셔터 스위치(43)를 누르면, CPU(54)는, 디지털 비디오 신호(S3)를 프레임 메모리(66)에 기입하면서 셔터 스위

치(43)를 눌렀을 때의 화상데이터(D1)를 독출 한 후, 버스(53)를 거쳐서 화상데이터(D1)를 압축/신장부(65)에 공급한다.

프레임 메모리(66)의 출력이 D/A변환기(67)를 거쳐서 LCD디스플레이(44)에 공급되며,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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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신장부(65)는, 프레임 메모리(66)로부터 독출된 촬영화상데이터(D1)에 대하여 예를 들면 JPEG에 의한 압축을 행하

고, 압축화상 데이터(D2)를 출력한다. 압축화상데이터(D2)는, CPU(54)제어하에서, 카드 인터페이스(59)를 거쳐서 메모

리 카드 슬롯(58)에 출력되며, 메모리카드(MC)에 기입된다.

사용자가 조작부(터치패드(45))를 조작하고 모드를 설정하면, CPU(54)가 OSD부(68)에 제어신호(S6)를 송출하고, 각 모

드에 따른 패턴의 화상(소위 아이콘화상)이 OSD부(68)로부터 출력되며, D/A변환기(67)를 거쳐서 LCD디스플레이(44)상

에 화상에 중첩하여 표시된다.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고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모드전환의 일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이 촬영메뉴의 일람의 일

예를 나타내고, 도 12가 재생메뉴의 일람의 일예를 나타낸다. 이들 메뉴는, 복수의 설정항목이 메트릭스형으로 배치된 것

이다. 각 설정항목은, 상위 메뉴항목마다 규정된 것이다. 예를 들면「고화질」의 항목은, 메뉴항목의 「화질선택」중에서

규정되고 있다. 메뉴항목의 전환과, 설정항목의 전환이 터치패드(45)의 다른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메뉴는, 터

치패드(45)의 양단부(감압스위치(47a 및 47e))를 동시에 누름으로써 LCD디스플레이(44)상에 표시된다. 메뉴항목 및 설

정항목의 전환을 행하고, 소망의 메뉴를 선택하고, 그 메뉴가 LCD디스플레이(44)상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치패드

(45)의 양단부(감압스위치(47a 및 47e))가 동시에 눌려진다. 그 결과, 메뉴가 비표시로 되는 동시에, 복수의 설정항목중에

서 최후에 표시되어 있던 설정항목이 유효로 된다.

도 11에 나타내는 촬영메뉴의 일람에 있어서는, 화살표(71)에서 나타내는 수평방향으로 메뉴항목이 전환되며, 화살표(72)

에서 나타내는 수직방향(예를 들면 상에서 하)으로 설정항목이 전환된다. 터치패드(45)의 위를 손가락으로 좌우로 덧그림

으로써, 화살표(7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뉴항목이 전환된다. 터치패드(45)의 중앙부(중앙위치의 감압스위치(47c))

를 손가락끝으로 누를 때마다 설정항목이 전환된다.

예를 들면 메뉴항목으로서, 화질선택이 선택되면, 최초의 설정항목으로서, 디폴트(default)항목 또는 전회(前回)(최후)의

설정항목이 LCD디스플레이어(44)상에 표시된다. 그 메뉴항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터치패드(45)의 중앙부가 눌려

진다. 다른 메뉴항목 예를 들면 「화이트 밸런스」의 메뉴항목을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손가락끝이 터치패드(45)를 예

를 들면 좌우방향으로 덧그린다. 그것에 의하여, 「화이트 밸런스」의 메뉴항목으로 이동하고, 디폴트항목 또는 전회의 설

정항목이 표시된다. 표시된 메뉴항목 예를 들면 「태양광」을 「형광등」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터치패드(45)의

중앙부의 감압스위치(47c)가 2회 눌려진다. 「형광등」이 LCD디스플레이(44)상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치패드

(45)의 양단부(감압스위치(47a 및 47e))가 동시에 눌려진다. 그 결과, 메뉴가 비표시되는 동시에, 최후에 표시되어 있던

설정항목의 「형광등」이 유효하게 된다.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각 메뉴항목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아이콘화상이 LCD디스플레이(44)상에 표시

된다. 도 13은, 「화이트 밸런스」의 메뉴항목에 있어서의 설정항목의 표시를 나타낸다.

오토화이트밸런스의 모드가 설정되면, 표시(75)가 LCD디스플레이어(44)에 표시된다. 「태양광」모드의 경우의 표시

(76), 「백열등」모드의 경우의 표시(77) 및 「형광등」의 경우의 표시(78)가 준비되어 있다. 다른 모드에 대해서도 도시

를 생략하지만, 각각 표시가 준비되어 있다.

도 1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재생메뉴의 일람에 있어서, 설정을 변경하는 조작은, 상술한 촬영메뉴의 경우와 동일하다. 터

치패드(45)의 상부를 좌우로 덧그림으로써, 화살표(7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뉴항목이 전환되며, 각 메뉴항목에 있

어서, 중앙의 감압스위치(47c)를 누를 때마다, 메뉴항목이 화살표(74)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위에서 아래 순으로 전환

된다. 소망의 메뉴항목이 선택되면, 디폴트항목 또는 전회(최후)의 설정항목이 LCD디스플레이(44)상에 표시된다.

「1장 삭제」 및 「전면 삭제」는, 메모리카드(MC)상의 화상데이터를 삭제하는 메뉴항목이다. 삭제동작의 경우에서는,

메뉴를 전환한 후에, 실제로 소거동작을 행하는지 아닌지의 메뉴항목(「소거실행」)이 설치되어 있다. 「소거실행」의 메

뉴항목이 선택되면, 소거동작이 실행되며, 소거동작의 「실행중」의 아이콘등이 LCD디스플레이(44)상에 표시된다. 촬영

메뉴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망의 메뉴가 LCD디스플레이(44)상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터치패드(45)의 양단부(감압스

위치(47a 및 47e))가 동시에 눌려지는 결과, 메뉴가 비표시로 되는 동시에, 최후에 표시되어 있던 설정항목이 유효하게 된

다.

도시하지 않지만, 터치패드(45)의 좌단의 감압스위치(47a)를 길게 누르면, LCD디스플레이(44)상에, 베터리 잔량표시와

나머지의 촬영가능매수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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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발명은, 상술한 이 발명의 일실시형태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

지 변형이나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 발명은, 정전용량형의 위치센서, 감압스위치 이외의 손가락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 예를 들면 손가락끝이 닿으면 온하는 터치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발명은, 손목시계형의 구성에 한하지

않고, 목거리, 반지, 팔찌등의 웨어러블(신체장착 가능)한 정보단말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PDA형 혹은 휴대

전화형의 정보단말장치에 이 발명을 적용하도록 해도 좋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단말장치의 본체 외면의 일부에 위치센서가 배치되며,

상기 위치센서에 접촉하는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離間)을 상기 위치센서에 의하여 검출하고,

상기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 조작에 대응하는 조작신호를 정보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제어기에 대하여

공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2.

정보단말장치 본체의 케이스체에 의하여, 위치센서의 센싱부가 덮여지며,

상기 센싱부를 덮는 케이스체 표면에 접촉하는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케이스체 표면에 있어서의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

을 상기 위치센서에 의하여 검출하고,

상기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조작에 대응하는 조작신호를 정보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제어기에 대하여 공

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을 접촉시킨 상태에서, 상기 케이스체 표면에 있어서 손가락을 이동시킴으로써 선택위치를 변경하도록 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을 접촉·이간시킴으로써, 결정입력을 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 표면부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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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이간의 위치가 상기 케이스체 표면에 있어서의 소정의 장소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체가, 비도전성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8.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비도전성재료가 세라믹 혹은 플라스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9.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센서는, 상기 센싱부가 필름형의 구성으로 되며, 상기 손가락의 접촉에 의하여 생기는 정전용량의 변화를 검지하

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10.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센서는, 손가락의 접촉에 의하여 온 하는 복수의 감압스위치가 적어도 일방향으로 정열하여 배치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입력장치.

청구항 11.

입력장치와 입력장치로부터 조작신호가 제어용의 제어기에 부여되는 정보단말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는,

본체의 외면의 일부에 위치센서가 배치되며,

상기 위치센서에 접촉하는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을 상기 위치센서에 의하여 검출하고,

상기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에 대응하는 조작신호를 정보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제어기에 대하여 공급하

는 구성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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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입력장치와 입력장치로부터 조작신호가 제어용의 제어기에 부여되는 정보단말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는,

본체의 케이스체에 의하여, 위치센서의 센싱부가 덮여지며,

상기 센싱부를 덮는 케이스체 표면에 접촉하는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케이스체 표면에 있어서의 상기 손가락의 접촉· 이

간을 상기 위치센서에 의하여 검출하고,

상기 손가락의 위치와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조작에 대응하는 조작신호를 발생하는 구성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보단말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을 접촉시킨 상태에서, 상기 케이스체 표면에 있어서 손가락을 이동시킴으로써 선택위치를 변경하도록 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을 접촉·이간시킴으로써, 결정입력을 행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 표시부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이간의 위치가 상기 케이스체 표면에 있어서의 소정의 장소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체가, 비도전성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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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비도전성재료가 세라믹 혹은 플라스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청구항 19.

제 11항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센서는, 상기 센싱부가 필름형의 구성으로 되며, 상기 손가락의 촉각에 의하여 생기는 정전용량의 변화를 검지하

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청구항 20.

제 11항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센서는, 손가락의 접촉에 의하여 온 하는 복수의 감압스위치가 적어도 일방향으로 정열하여 배치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단말장치.

청구항 21.

모드항목의 하위에 설정항목을 가지도록, 복수의 모드가 규정된 정보단말장치의 모드전환법에 있어서,

위치센서상을 손가락으로 덧그림으로써 모드항목을 전환하는 스텝과,

상기 위치센서상의 소정 위치를 손가락으로 접촉·이간시킴으로써 설정항목을 전환하는 스텝과,

현재 모드를 나타내는 표시를 디스플레이상에 표시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드전환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항목을 전환한 직후의 모드가 전회의 모드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드전환방법.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의 접촉·이간을 행할때마다 모드가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드전환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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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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