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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연산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손가락 장착 데이터 입력 장치(도 

2) 및 상기 데이터 입력 장치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데이터 입력 장치는 엄지손가락 콘택(A-F) 및 손가락 

콘택(30)을 포함한다.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엄지손가락에 배치되어 엄지손가락 콘택은 표준 키보드상 키의 로우

를 나타내고, 제 1 엄지손가락 콘택(A)은 키의 베이스 로우를 나타내고, 제 2 엄지손가락 콘택(B)은 키의 상부 로우를

나타내고, 제 3 엄지손가락 콘택(C)은 키의 하부 로우를 나타낸다.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 각각에 배치되어 하

나의 손가락 콘택과 제 1 엄지손가락 콘택을 터치하는 것은 키의 베이스 로우의 하나의 키를 누르기 위하여 사용자가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데이터 입력에 관한 것으로, 특히 키보드 없이 사용자의 네개의 손가락(finger) 및 엄지

손가락(thumb)에 위치하는 전기 콘택을 이용한 컴퓨터 입력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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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101-키형 키보드와 같은 키보드에 의한 것이다. 이들 키보드는 상당히 

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책상이나 테이블 등의 지지대 표면에 배치된다.

데스크탑 컴퓨터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키보드의 크기 및 무게는 담배갑 크기 정도인데도 데스크탑 컴퓨터와 비교할

만한 연산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PDA)이나 포켓 PC 등의 휴대형 연산 장치에 이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휴대형 연산 장치는 대개 소형 키보드, 예를 들어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될 수도 있는 소형 키보

드나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또는 사용자가 엄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부속 장치를 이용해 키를 눌러

야 하는 스크린에 표시되는 키보드 이미지를 구비한다. 이러한 데이터 입력은 까다롭고 에러가 발생하기 쉬우며, 사

용자가 충분한 속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포켓 PC와 같은 휴대형 장치의 데이터 입력을 위한 그 

밖의 장치들은 코딩 장치(사용자가 다른 키 조합을 눌러 표준 키보드에 있는 다양한 문자들을 생성해야 하는 키패드)

를 포함하거나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와 함께 마이크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입력 장치는 휴대형 연산 장치(특

히 포켓 PC)의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입력 속도를 만족시키지 않거나, 사용자가 특정 설계에 특정한 초딩(chording

)/코딩 언어를 배울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프라이버시는 음성 인식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예

를 들어, 미팅, 또는 버스 정류소 또는 공항 같은 군중이 있거나 시끄러운 공공 장소에서 음성 인식 장치를 통한 기밀 

또는 비밀 데이터의 입력.

키보드 크기가 휴대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축소되므로, 정보가 연산 장치에 입력되는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휴대형

연산 장치의 사용자가 풀 사이즈 또는 축소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휴대용 연산 장치에 정보

를 입력시키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종래의 풀 사이즈 또는 축소된 키보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상기 장치를 사용하는 몇 가

지 장치 및 방법이 있다. 한가지 방법은 폴딩(folding) 키보드이다. 운송 동안 폴드된 상태이므로, 종래의 풀 사이즈 키

보드보다 콤팩트하지만, 폴딩 키보드는 폴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크고 종래의 풀 사이즈 키보드에 요구된 것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 표면을 요구한다. 다른 장치는 한손 키보드가 발명의 명칭인 미국특허 5,288,158 및 한손만을 사

용하는 터치 타이핑용 키보드가 발명의 명칭인 미국특허 6,102,594에 개시된 바와 같이 한손 키 보 또는 하프 키보드

인 풀 사이즈 키의 수를 감소시킨 키보드이다. 이들 키보드는 종래 키보드의 1/2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키는 두개

의 문자를 제공한다. 두세트의 문자 사이에서 '타이핑'이 토글하는 동안 지정된 키 시퀀스는 스페이스 바를 홀딩 다운

한다. 예를 들어, 문자 'F'는 사용자의 인덱스 손가락이 하프 키보드(사용된 손이 왼손임을 가정한다)상에 배치되는 위

치에 배치될 수 있다. 동일한 위치 키는 하프 키보드가 토글될 때 사용자의 우측 인덱스 손가락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

공되는 문자 'J'를 제공한다. 비록 하프 키보드가 종래 키보드 보다 상당히 작을지라도, 하프 키보드는 여전히 지지 표

면을 요구한다.

발명의 명칭이 몸 착용 가능 키보드인 미국특허 6,237,846은 키보드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지지 표면상에 사용되거나

몸체 상에 착용되도록 이동 또는 회전될 수 있는 키 클러스터를 가지는 풀 사이즈 키보드를 제공함으로써 지지 표면

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 장치는 지지 표면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한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는 휴대형 연산 장

치에 비해 비교적 무겁고 부피가 큰 키보드를 운반하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포켓 PC 같은

컴퓨터, 예를 들어 휴대형 컴퓨터에 정보(예를 들어, 알파벳-숫자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키보드를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 입력 문제를 해결하는 상기 장치를 사용하는 몇몇 장치 및 방법이 존재한다. 많은 이

들 장치는 키보드상 키를 누름으로써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신호를 생성하도록 손가락 또는 손 장착 센서를 사용한다.

전기적 콘택은 예를 들어 사용자의 손에 착용된 글러브 또는 장갑에 부착될 수 있다.

발명의 명칭이 손가락 장착 컴퓨터 입력 장치인 미국특허 5,581,484는 사용자의 손가락에 착용된 압력 센서를 가진 

글러브를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국특허 5,581,484는 고형 표면에 대한 손가락 위치를 감지하는 장치를 개

시하고, 상기 고형 표면은 표준 키보드로서 처리된다. 사용자는 임의의 편평한 표면상에서 종래의 터치 타이핑 기술을

사용한다. 표준 키보드상 문자를 타이핑할 때 문자 손가락 위치를 바탕으로, 상기 장치는 만약 고형 표면이 키보드이

면 사용자가 타이핑한 것과 동일한 문자처럼 고형 표면에 대한 손가락 위치를 해석하도록 손 장착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특허 5,581,484에 개시된 것과 같은 장치는 그것이 터치 타이핑 기술을 모조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비록 미국특허 5,581,484에 개시된 것과 같은 장치가 키보드를 지지하기 위한 표면을 요구하

지 않지만, 상기 장치는 사용자가 키보드상에 타이핑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타이프하기 위한 표면을 요구한다. 미

국특허 5,581,484에 개시된 것과 같은 장치의 부가적인 단점은 무심코 저지른 에러 입력에 대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그의 코를 긁으면, 상기 장치는 압력을 검출하여 의사의 문자를 생성할 것이다. 따라서, 수

정이 이루어지거나 상기 장치는 만약 사용자의 손이 비타이핑적으로 이동하면 턴오프되어야 한다.

발명의 명칭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수화 글러브인 미국특허 6,304,840은 미국특허 5,58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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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시된 장치와 유사한 손가락 없는 글러브를 개시한다. 이 장치는 사용자의 이동으로 인한 에러 입력 같은 미국특

허 5,581,484에 개시된 장치와 관련된 몇몇 단점을 극복하지만, 미국특허 6,304,840에 개시된 장치는 사용자가 키보

드상에서 타이핑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타이프 하는 표면을 요구한다.

따라서, 키보드 및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지지 표면을 요구하지 않고 휴대형 연산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방법

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 다양한 위치에 콘택을 가진 글러브를 개시하는 Robert

Rosenberg 및 Mei Slater에 의한 논문  초딩(chording) 글러브: 글러브 바탕 텍스트 입력 장치 에서 처리된다. 상기 

장치는 초딩 장치/키보드와 유사하다. 하나의 키를 누르는 대신, 다양한 콘택 결합은 표준 키보드상 각각의 키를 누름

으로써 생성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동시에 눌려진다. 다양한 신호는 2-5 콘택으로부터의 동시 콘택에 의해 생성

된다. 비록 다른 포켓용 초딩 장치 같은 초딩 글러브가 지지 표면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상기 시스템의 사용

은 사용자가 새로운 코딩 언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요구한다.

Vaughan R. Pratt에 의한 논문  엄지손가락코드(Thumbcode): 장치 비사용 디지털 사인 언어 는 손가락 및 엄지손가

락상 콘택을 사용하여 연산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시한다. 사용자의 손중 하나에 있는 엄지손가락

콘택은 손가락중 하나상의 콘택과 폐쇄되게 된다. 부가적으로, 사용자는 의도한 문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것과 또는 다른 공간과 콘택하여 손가락을 배치하여야 한다. 초딩처럼 엄지손가락코딩은 연산 장치에 데이터를 입력

하기 위하여 새로운 코딩 언어를 사용자가 배울 것을 요구한다.

발명의 명칭이  손목 펜던트 무선 광학 키보드 인 미국특허 6,097,374는 신호 입력이 사용자 손바닥 상에 생성된 광

학 반사물 매트릭스상에서 손가락 모션에 의해 달성되는 방법을 개시한다. 본래, 이 시스템은 키보드를 요구하지 않고

터치 타이핑을 통하여 데이터 입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광학 매트릭스의 생성 및 이 매트릭스

에서 손가락 위치의 검출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상기 시스템은 강한 주변 조명 또는 전자기 간섭 같은 특정 주변 

조건에 대해 캘리브레이트되어야 한다(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실제로, 미국특허 6,097,374에서, 사용자의 손목에 고

정되고 사용자 손바닥 아래에 위치된 키패드의 사용은 임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제안되거나 고려되었다. 촉감 

피드백(키보드 상에서 터치 타이핑과 유사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입력의 확인을 제공하는 것)의 부족은 보다 느린 

데이터 입력 속도를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사용자 손 아래 광학 매트릭스에 대해 손가락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신호 

입력을 검출하기 위하여 미국특허 6,097,374에 개시된 바와 같은 광학 반사 매트릭스의 사용은 데이터 입력 위험 없

이 자유로운 손가락 모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는 광학 매트릭스와의 간섭을 없애기 위하여 다소 펴진 

위치에서 손 및 손가락을 고정하여야 한다.

상기된 장치는 너무 크고, 사용자가 에러 감지를 잘 못하게 하고, 사용자가 충분한 속도로 정보를 입력할 수 없게 하

고, 사용자가 새로운 코딩 언어 또는 상기 언어의 몇몇 결합을 배우도록 요구한다. 연산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

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코딩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직면될 때 대부분의 사용자는 상기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진정한 휴대형 연산 능력(예를 들어, 걷거나 정류소에서 서있는 동안 부착된 외알 안경 디스플레이를 

가진 포켓 PC를 사용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용이하고 편안하며, 비교적 빠른 데이터 입력 속도를 제

공하고, 많은 트레이닝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키보드 없는 입력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상기 장치는 기술적 설계

에서 간단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연산 장치에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를 사용하

는 데이터 입력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데이터 입력 장치는 엄지손가락 콘택 및 손가락 콘택을 포함한다. 엄지손가

락 콘택은 표준 키보드상 키의 로우(row)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자의 엄지손가락 상에 배치된다. 제 1 엄지손가락 

콘택은 키의 베이스 로우를 나타내고, 제 2 엄지손가락 콘택은 키의 상부 로우를 나타내고, 제 3 엄지손가락 콘택은 

키의 하부 로우를 나타낸다.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 각각에 배치되어, 제 1 엄지손가락 콘택과 손가락 콘택중 

하나를 터치하는 것은 만약 사용자가 동일한 손가락을 사용하여 표준 키보드상 키의 베이스 로우의 하나의 키를 누르

기 위하여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고, 제 2 엄지손가락 콘택과 손가락 콘택중 

하나를 터치하는 것은 만약 사용자가 동일한 손가락을 사용하여 표준 키보드상 키의 상부 로우에서 하나의 키를 누르

기 위하여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고, 제 3 엄지손가락 콘택과 손가락 콘택중 

하나를 터치하는 것은 만약 사용자가 동일한 손가락을 사용하여 표준 키보드상 키의 하부 로우에서 하나의 키를 누르

기 위하여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한다.

바람직하게,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의 손가락 끝에 배치된다.

바람직하게, 데이터 입력 장치는 몇몇 손가락이 동일한 로우의 다수의 키를 누르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종래 키보드상

제 4 로우의 숫자 키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의 손바닥 쪽상에 배치된 제 4 엄지손가락 콘택이 여기에 사용되지 않았

기 때문에 표준 키보드상 부가적인 키들에 의해 생성된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 4, 제 5 및 



공개특허 특2003-0090633

- 4 -

제 6 엄지손가락 콘택을 포함한다.

생성된 신호는 연산 장치에 전송된다.

추가 손가락 콘택은 특정 문자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손가락상 3개의 추가 손

가락 콘택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의 제 1 세그먼트에 근접하여 배치될 수 있고, 하

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의 제 2 세그먼트에 근접하게 배치될 수 있고 하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사

용자 손가락의 제 3 세그먼트에 근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특정 문자를 나타내는 신호는 동일한 손상 엄지손각락의 손

바닥쪽 끝부분에 배치된 엄지손가락 콘택을 가진 추가 손가락 콘택을 터칭/폐쇄함으로써 생성된다. 부가적인 추가 콘

택은 디지트 0-9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손가락 끝, 예를 들어 손톱 상에 배치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장치는 QWERTY 키보드상 터치 타이핑을 위하여 사용된 손가락 동작(fingering)과 유사한 손가락 동작

을 사용하여 알파벳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글러브로부터 부착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가요적인 해골 구조에 부착될 수 있다. 가요적인 해골 구조는 사용자 손가

락상 적당한 위치에 콘택을 홀딩하도록 구성된 부착 클립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

택은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에 착용된 링에 배치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및 검색 장치는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에 링을 배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엄지손가락 콘택 및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 양쪽에 배치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하프

키보드를 시뮬레이트하기 위하여 한쪽 손에 배치될 수 있다. 센서는 사용자 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가된다. 하

나의 위치는 하프 키보드의 하나의 구조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사용자 손의 제 2 위치는 하프 

키보드가 제 2 또는 다른 문자 세트로 토글될 때 생성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데이터 입력 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상에 배치되고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엄지손

가락상에 배치된다. 사용자는 문자숫자식 문자에 대해 유사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하여 키보드상 하나의 키를 누름으

로써 생성된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을 폐쇄(또는 터치)한다.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을 폐쇄시키는 것에 응답하여, 유사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하여 키보드상 키를 누름으로써 생

성된 신호와 동일한 신호는 생성된다. 상기 생성된 신호는 연산 장치에 전송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징은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명백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키보드상 키를 누름으로써 생성되는 알파벳 문자 입력과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사용

된 콘택을 가리키는 주석을 가진 표준 U.S.(QWERTY)를 도시한다.

도 2는 알파벳 및 특정 문자 입력을 위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 콘택의 배치를 도시

한다.

도 3은 동일한 손의 엄지손가락 콘택을 가진 추가 콘택을 결합함으로써 숫자 0-9에 대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 손가락 후면상 추가 콘택의 위치를 도시한다.

도 4A-4H는 다양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손가락/엄지손가락 콘택 결합을 식별하는 테이블이다.

도 5는 본 발명을 실행하는 제 1 실시예를 도시하고, 상기 콘택은 글러브에 부착된다(단지 왼쪽 손 글러브만이 알파벳

문자 입력을 위한 콘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도 6A 및 6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도시하고 부착된 콘택을 가진 클립은 사용자 손에 착용된 가요적 해골 구조

에 부착된다(단지 왼쪽 손 해골 구조만이 도시된다).

도 7A-7D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도시하고,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에 배치된 링에 부착된다.

도 8A-C는 새겨진 전기 와이어를 가진 (각각의 손가락에 대해 하나인) 나선 형 얇은 밴드로 구성된 가요적인 해골 구

조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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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본 발명은 표준 키보드상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된 것과 유사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키보드 없이 연산 장치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 콘

택을 사용한다. 본 발명은 하나의 손위에 있는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이 만나지 않는 한 데이터 입력 없이 

임의의 손가락 모션이 허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데이터 입력 없는 손 모션의 사용자 자유도에 심각한 제한을 제공

하지 않는다. 하기된 바와 같이, 동일한 손 엄지손가락 콘택 하나와 손가락 콘택 하나를 콘택하는 것은 키보드상 키 누

름을 해제함으로써 생성되는 바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한다.

본 발명만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제한하지 않도록 도면을 참조하자. 도 1은 표준 QWERTY 키보드를 도시한

다. 본 발명은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은 QWERTY 키보드를 참조하여 논의된다. 그러나, 본 발명이 Dvorak 키보드 또

는 하프 키보드 같은 다른 형태의 키보드상에서 수행되는 터치 타이핑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하여 실행될 수 있다는 것

이 인식될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표준 QWERTY 키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손가락은 'A' 키상 왼쪽 제 5 손가락(또

한 디지터스 마이너스 또는 핀키 손가락으로서 공지됨)을 배치하고, 'S' 키상에 왼쪽 제 4 손가락(또한 디지터스 애뉼

러리스 또는 링 손가락으로 공지됨)을 배치하고, 'D' 키상에 왼쪽 제 3 손가락(디지터스 미디어스 또는 중간 손가락이

라 공지됨)을 배치하고 'F' 키상에 왼쪽 제 2 손가락(인덱스 손가락으로서 공지됨)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홈 위치

에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오른쪽 손에 대한 홈 위치는 'J' 키상에 오른쪽 제 2 손가락을 배치하고, 'K' 키상에 오른쪽 

제 3 손가락을 배치하고, 'L' 키상에 오른쪽 제 4 손가락을 배치하고 ';' 상에 오른쪽 제 4 손가락을 배치하는 것을 포

함한다. 실선으로 도 1에 주석이 달아진 이런 로우 ('ASDF...')는 베이스 로우라 한다. 긴 점선으로 주석 달려진 베이

스 로우('QWERTY...') 위쪽 로우는 상부 로우라 하고 짧은 점선으로 주석이 달려진 베이스 로우('ZXCV...') 아래 로우

는 하부 로우라 한다.

도 2는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과 관련하여 전기 콘택 1-8, A-F, A0-F0, 30의 위치를 도시한다. 도 2에서 점

선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손가락 콘택 1-8은 손가락 상부 또는 손가락 끝 근처 사용자 손의 손바닥 측에 배치된다

. 각각의 손에 있는 각각 제 2, 제 3, 제 4 및 제 5 손가락에 하나의 손가락 콘택 1-8이 있다. 각각의 제 1 손가락(엄지

손가락으로서 공지됨)에 6개의 엄지손가락 콘택 A-F, A0-F0가 있다. 이하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글자 

A-Z에 대한 신호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숫자 0-9는 콘택된 손가락 콘택 1-8과 동일한 손에 있는 6개의 엄지손가

락 콘택 A-F, A0-F0중 하나와 제 2-제 5손가락상 8개의 손끝중 하나에 있는 손가락 콘택 1-8을 콘택함으로써 생성

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 사용자의 엄지손가락에 가장 가깝게 배치된 사용자 손가락 측면을 따라 배치된

추가 손가락 콘택(30)이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제공된 손가락은 손가락의 측면을 따라 배치된 3개의

추 가 콘택(30)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추가 콘택(30)은 사용자의 손가락(예를 들어, 사용자의 손가락 상부 근처)의 

제 1 세그먼트 근처에 배치되고, 하나의 추가 콘택(30)은 사용자의 손가락(예를 들어, 사용자 손가락의 중간)의 제 2 

세그먼트 근처에 배치되고, 하나의 추가 콘택(30)은 사용자 손가락(예를 들어, 사용자 손가락의 베이스 근처)의 제 3 

세그먼트 근처에 배치된다. 이들 추가 콘택(3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문자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의 제 4 및 제 5 베이스 및 중간 근처에 배치된 추가 콘택(30)은 화살표(왼쪽, 오

른쪽, 위 및 아래) 키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나의 신호는 동일한 손 엄

지손가락의 안쪽 끝상에 배치된 엄지손가락 콘택(A, D)과 특정 추가 콘택(30)을 콘택하여 생성된다. 다른 말로, '엄지

손가락-코딩'은 특정 문자의 많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이들 특정 문자를 위해 사용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 콘택 9-18은 디지트 0-9를 나타내는 문자의 입력을 위한 이웃하는 손가락 세그먼트 

또는 손톱 상에 배치될 수 있다. '시프트' 콘택을 사용하는 중에, 몇몇 특정 문자는 도 3에 도시된 추가 콘택 9-18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디지트 1-5에 대한 데이터 입력은 엄지손가락 콘택 A와 손가락 콘택 9-13을 폐쇄함으로써 달성

되고 디지트 6-9 및 0에 대한 데이터 입력은 엄지손가락 콘택 D와 손가락 콘택 14-18을 폐쇄시킴으로써 달성된다. 

디지트 0-9의 입력에 대한 추가 콘택 9-18을 사용하는 것은 손가락 동작 또는 표준 키보드상 손가락 동작과 유사한 

손가락 움직임을 사용한다; 그러나, 신호 입력은 엄지손가락 콘택과 손 가락의 안쪽 끝상 콘택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동일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손바닥 측 끝부분에 배치된 엄지손가락 콘택과 손가락 끝의 외측 또는 손톱측 

콘택을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콘택 9-18을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 콘택 A, D는 숫자 키를 가진 표준 

키보드상 제 4 로우의 키를 나타낸다.

도 4A-4H는 QWERTY 키보드 같은 표준 연산 키보드상 키에 대해 생성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손가락-

엄지손가락 콘택 결합을 도시하는 테이블이다. 중간 엄지손가락 콘택 B, E는 베이스 로우의 문자를 위해 사용된다. 

상부 엄지손가락 콘택 A, D는 상부 로우의 문자에 사용되고 하부 엄지손가락 콘택 C, F는 하부 로우의 문자에 사용된

다. 예를 들어, 문자 'A'는 홈(베이스 로우) 위치에서 왼쪽 손의 제 5 손가락을 사용하여 타이핑되는 문자이다. 문자 'A

'를 나타내는 신호는 왼쪽 손 제 5 손가락상 손가락 콘택(1)이 베이스 로우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콘택 B로 폐쇄되고

안쪽(제 2-제 5 손가락과 가장 가까운 측면) 제 1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의 중간 부분에 배치될 때 생성된다. 왼쪽 

제 5 손가락이 키보드의 상부 로우 상에 배치된 'Q' 문자를 누르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문자 'Q'를 나타내는 신호

는 제 5 손가락 콘택(1) 및 상부 엄지손가락 콘택(A) 사이의 콘택을 폐쇄함으로써 생성된다. 도 1 및 도 4B에 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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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손가락 콘택(1) 및 엄지손가락 콘택(A)의 결합은 문자 'Q'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 2 손가락이 주어진 로우 상에서 두개의 문자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로우에 대한 제 2 엄지손

가락 콘택 A0-F0는 사용자 엄지손가락의 뒤쪽 또는 외측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문자 'F'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

기 위하여, 손가 락-엄지손가락 콘택 결합 4-B는 사용된다. 문자 'G'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콘택은 왼쪽 제 2 손

가락(4)의 콘택과 사용자 왼쪽 엄지손가락(B0) 외측상 중앙 콘택인 4-B0이다. 인간공학적 이유로 인해, 손가락-엄지

손가락 콘택 1-C가 'Z'가 아니라 B-E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이 주의된다. 따라서 (:, ;)는 추가 콘택(30)중

하나에 의해 생성된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콘택 A0, B0 및 D0, E0은 도 4G 및 4H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숫자 입력(디지트 0-9)을 생성하기 위하여 손가락 콘택 1-3 및 6-8과 결합하여 사용된다. 여기서, 각각의 엄

지손가락 A0, B0, D0, E0의 후면측 두개의 엄지손가락 콘택은 각각의 손의 3-5 손가락을 사용하여 디지트 0-9의 입

력을 모조하기 위하여 표준 키보드(상기된 상부 로우)상 키의 제 4 로우를 나타내도록 사용된다. 이런 구조에서, 손가

락 동작은 비록 각각의 손의 3-5 손가락만이 사용될지라도 표준 키보드상 터치 타이핑과 유사한 손가락 동작과 여전

히 유사하다. 숫자 데이터를 입력(콘택 9-18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뿐 아니라)하기 위한 상기된 방법은 표준 키보드상

총 4개의 로우를 모조하기 위하여 각각의 엄지손가락 안쪽에 4개의 엄지손가락 콘택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상

기 방법은 손가락의 손바닥측 끝에 있는 손가락 콘택에 의해 쉽게 액세스 가능한 안쪽 엄지손가락상 제한된 영역 및 

전기 콘택의 제한된 크기를 고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손가락-엄지손가락 콘택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방법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택

으로부터의 와이어는 키보드 인코드에 접속될 수 있다. 키보드 인코더는 작은 크기를 가진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키

보 드 인코더는 1cm ×3cm의 크기 및 약 3mm의 높이를 가진다. 키보드 인코더는 사용자 손의 상부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키보드 인코더는 도 5에 도시된 글러브, 또는 도 6A에 도시된 해골 구조에 부착될 수 있다. 그 다음 생성된 신호

는 유선 또는 무선, 예를 들어 적외선(IR) 등을 통하여 연산 장치에 전송될 수 있다. 그 다음 연산 장치는 신호에 의해 

표현된 문자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키보드상 키, 및 두개의 전기 콘택의 폐쇄로 연관된 신호를 생성 및 전송하기 위

한 기술은 그 기술에서 공지되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상세히 논의되지 않는다.

도 5-8은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도시한다. 도 5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콘택은 글러

브(단지 하나의 글러브만이 알파벳 문자 입력을 위한 콘택만을 가지는 것으로 도시됨)에 부착된다. 상기 콘택은 와이

어에 의해 인코더 및 전달 전자부품에 접속된다. 바람직하게, 글러브는 상당히 얇고 가벼워서, 사용자가 그의 손가락

을 쉽게 조작하게 한다.

도 6A-6B는 칩 또는 하프 링상에 장착된 콘택을 가진 다른 구조를 도시한다. 클립은 해골 구조(50)에 부착된다. 키보

드 인코더 및 전달 전자부품(예를 들어, 무선 전송 전자 부품)은 해골 구조(50)에 장착된다. 도 6A는 왼쪽 손에 대한 

예시적인 해골 구조(50)를 도시한다. 유사한 구조는 오른쪽 손에 사용된다. 해골 구조(50)는 사용자의 손바닥 반대편(

또는 바람직하게 사용자 손 후면상)에 자리하고 콘택은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 주변

에 클립(콘택이 장착됨)을 배치함으로써 사용자 손가락상에 배치된다. 클립은 여러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 길이를 수

용하기 위하여 클립의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골 구조(50)에 부착될 수 있다. 해골 구조(50)는 다양한 크기

의 손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절할 수 있다. 해골 구조의 주 목적은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것이

다.

다른 실시예에서 콘택은 도 7A-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링에 배치된다. 도면들은 사용자 왼쪽 손에 대한 링을 

도시한다. 사용자 오른쪽 손에 대한 유사한 링 세트가 존재한다. 링은 사용자 손가락을 따라 특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

는 전체 크기를 가진다. 링은 예를 들어 얇고 가요적인 와이어를 통하여 서로 접속된다. 하나의 링에 있는 콘택에 대한

와이어는 동일한 손가락상 다음 보다 큰 링에 접속되고, 최종적으로 인코더 및 전달 전자부품에 접속된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링(사용자 손가락 끝에서 진행하는 클립)상에 있는 콘택은 가장 작은 풀(full) 링, 중간 풀 링, 가장 큰 풀 링

에 접속되고, 그 다음 인코더 및 전달 전자부품에 접속된다. 와이어는 링의 자리가 정해질 때 서로의 안쪽에 자리된 권

선을 갖는 나선형 와이어일 수 있다. 링이 사용자 손가락상에 배치될 때, 나선형부는 각각의 손가락 주위 스프링 권선

과 유사하도록 축방향으로 연장한다. 링이 개별적으로 착용될 수 있지만, 링은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

션 장치(60)를 사용하여 사용자 손가락상에 배치될 수 있다. 링은 도 7B-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함께 포개어진다. 포

개어진 링은 애플리케이션 장치(60)의 홀에 배치된다. 그 다음 홀 대신에 포개어진 링을 가진 애플리케이션 장치(60)

는 사용자의 손에 배치되고 제거된다. 상기 장치가 제거될 때, 릴리스(release) 메커니즘은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링이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 적당한 위치에 남아있는 것을 보장한다. 링 콘택의 제거는 손가락의 베이스 상에 

애플리케이션 장치(60)를 배치함으로써 달성되고, 그후 릴리스 메커니즘은 언로크된다. 손가락을 애플리케이션 장치

(60)에서 벗겨내고 링을 수거한다. 사용자 손가락끝상에 착용된 '링'은 통상적으로 두개 또는 3개의 콘택(1-18)을 포

함할 것이다. 사용자 손가락의 끝에 착용된 이들 '링'은 추가 손가락 콘택(30)을 포함하는 3개의 링중 가장 작은 것에 

부착될 수 있다. 링은 다른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 크기를 수용하도록 약간 다른 크기 변형을 허용할 수 있게 가요적일

수 있다.

해골 구조 설계의 다른 실시예는 도 8A-8C에 도시된다. 도면은 왼쪽 손에 대한 가요적인 해골 구조를 도시한다. 우측

과 유사한 구조가 존재한다(도시되지 않음). 이 구조는 가요적인 나선형 기판 스트립 상에 프린팅 회로 전기 와이어를

사용한다. 배선은 최외부 엄지손가락 세그먼트에 대한 3개의 권선 및 각각의 손가락 세그먼트에 대한 하나의 권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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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모양이다. 손가락상에서 각각의 권선은 각각의 나선형 단부, 즉 각각의 손가락 끝 근처에서 2개 또는 3개의 

부가적인 콘택뿐 아니라 추가 콘택(30)중 하나를 유지한다. 상기 엄지손가락상에서 각각의 권선은 두개의 콘택 A 및 

A0, B 및 B0, 또는 C 및 C0을 유지한다. 각각의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에 대한 와이어는 인코더에 접속되고, 인코더는

전달 전자부품에 접속된다. 도 8A 및 8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는 손에서 제거될 때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정된 경도 또는 단단함을 요구한다. 이런 한정된 경도 또는 단단함은 사용자가 유니트를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

선형부를 통하여 그 또는 그녀의 손가락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다른 한편, 와이어 구조는 손가락

상에 배치될 때 상기 장치의 사용을 용이하도록 충분히 가요적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손가락 이동의 자유도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도 8B는 사용되지 않을 때 가요적인 해골 구조를 도시한다. 가요적인 구조는 그의 일반적인 모양

을 유지하지만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손가락상에 배치될 때 손가락 이동으로 인해 구부러진다. 도 8C는

가요적인 기판으로 만들어진 감겨지지 않은 나선형부상 프린팅 전기 와이어 및 콘택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콘택의 다양한 구조는 구조적 구성(예를 들어, 글러브, 해골 구조 또는 링)의 임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의의 구조적 구성은 추가 콘택(9-18)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콘택은 실제로 

콘택에 의해 표현되는 키의 표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인 및/또는 컬러 코딩을 사용하여 마크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

된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QWERTY 키보드(특히 문자 A-Y에 대해) 같은 표준 키보드상에서 사용되는 손가락 동

작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하여 사용자 양쪽 손에 콘택을 포함한다. 본 발명이 하프 키보드를 시뮬레이트하기 위하여 사

용자 손중 하나에서 사용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인식될 수 있다. 사용되는 손상의 콘택(오른쪽 또는 왼쪽

손)은 본 발명이 상기된 바와 같이 두손 구조로 구성될 때 콘택 구조와 동일하다. 한손 구조는 부가적인 센서를 포함

한다. 바람직하게, 부가적인 센서는 손목에 배치되고 손목/하부 암 조인트와 하부 암/상부 암 조인트 사이 가상 축에 

대해 손목의 각도를 측정하여 양의 손목 각도는 키보드의 1/2을 나타내고(예를 들어, 우측 1/2) 및 영 또는 음의 값은 

키보드의 다른 1/2(예를 들어, 왼쪽 1/2)을 나타낸다. 사용자는 상기된 바와 같이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 콘택을 접

촉시킨다. 키보드의 1/2(예를 들어, 왼쪽 1/2)에 대하여, 사용자의 손목은 정상(또는 하부) 위치에 있다. 다른 세트의 

문자(예를 들어, 키보드의 우측)에 대해 토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그의 손목을 상부 위치로 이동한다. 또한, 상기된 

한쪽 손 구조에서, 시프트 콘택은 수정되어 시프트 콘택을 누르는 것은 시프트 명령을 로킹하고 두 번째로 시프트 콘

택을 누르는 것은 시프트 명령을 언로킹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도시적이고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가 여기에서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개념이 다양하게 예시되고 사용될 

수 있으며 첨부된 청구범위가 종래 기술에 의해 제한된 바를 제외하고 상기 변형을 포함하기 위하여 구성되도록 의도

된다는 것이 이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가 정보를 연산 장치에 입력하도록 하고, 다수의 손가락 및 하나의 엄지손가락, 손바닥 안쪽 및 바깥쪽을 각각 

가진 두개의 사용자 손중 적어도 하나 상에 장착되고, 키의 베이스 로우, 키의 상부 로우 및 키의 하부 로우에 배열된 

다수의 키로부터 선택된 하나의 키에 대응하는 문자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표준 키보드를 모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손가락 장착 데이터 입력 장치로서,

사용자의 엄지손가락 각각의 하나에 배치된 두 세트의 엄지손가락 콘택을 포함하는데, 각각의 엄지손가락 콘택 세트

는 키의 베이스 로우, 키의 상부 로우를 나타내는 제 2 엄지손가락 콘택, 및 키의 하부 로우를 나타내는 제 3 엄지손가

락 콘택을 포함하고; 및

만약 사용자가 키의 베이스 로우에서 대응 키를 누르도록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손가락 콘택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손의 제 1 엄지손가락 콘택 사이의 콘택이 생성하고, 만약 사용자가 키의 상부 로

우에서 대응 키를 누르도록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면 생성된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손가락 콘택중 임의의 하나와 동

일한 손의 제 2 엄지손가락 콘택 사이의 콘택이 생성하고, 및 만약 사용자가 키의 하부 로우에서 대응 키를 누르도록 

터치 타이핑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손가락 콘택중 임의의 하나와 동일한 손의 제 3 엄지손가락 

콘택이 생성하도록, 사용자 손가락 각각에 배치된 다수의 손가락 콘택 을 포함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중 각각 하나의 손끝 근처 사용자 손의 손바닥 안쪽에 각각 배치

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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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다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을 더 포함하고, 상기 추가 손가락 콘택중 하나와 동일한 손의 엄지손가락 

콘택중 하나의 콘택은 표준 키보드상 키의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로우에 있는 하나의 키를 모조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중 각각 하나의 후면측상에 배치된 손톱 근처에 배

치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키중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로우는 디지트 0-9를 포함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엄지손가락 콘택 세트는 키의 베이스 로우상 부가적인 키를 나타내는 제 4 엄지손가락

콘택, 키의 상부 로우상 부가적인 키를 나타내는 제 5 엄지손가락 콘택, 및 키의 하부 로우상 부가적인 키를 나타내는 

제 6 엄지손가락 콘택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및 제 5 엄지손가락 콘택은 표준 키보드상 키의 상부 로우상에 배치된 키의 제 4 로우를 

나타내기 위하여 손가락 콘택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키의 제 4 로우는 숫자 키를 포함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신호는 연산 장치에 전송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사용자 손가락중 각각 하나에 배치되고 특정 문자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3개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각각의 손가락 상에 배치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사용자 손가락 각각에 있는 하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의 내부 제 1 세그먼트 근처

에 배치되고, 하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의 내부 제 2 세그먼트 근처에 배치되고 하나의 추가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 내부 제 3 세그먼트 근처에 배치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키보드는 QWERTY 키보드인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글러브에 부착되는 데이터 입력 장

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가요적인 해골 구조에 부착되는 데

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적인 해골 구조는 사용자의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 소정 위치에서 손가락 콘택 및 엄지

손가락 콘택을 홀딩하도록 구성된 클립을 포함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적인 해골 구조는 새겨진 전기 와이어를 유지하는 얇은 가요적인 나선형부로 구성되고, 

상기 얇고 가요적인 나선형부는 각각의 손가락 주위에 감겨지는 데이터 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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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에 착용된 링상에 배치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각각의 손가락상 링은 가요적인 와이어를 통하여 서로에 대해 및 신호 인코더에 접속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적인 와이어는 나선형 와이어인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및 검색 장치는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에 링을 배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

용되는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엄지손가락 콘택 및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양쪽 손의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에 배치되는 데

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엄지손가락 콘택 및 상기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중 하나에 배치되고,

콘택을 가진 사용자 손의 위치를 검출하도록 구성된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센서는 두개의 문자 세트 사이에서 토

글링하고, 제 1 세트의 문자는 제 1 구조에서 하프 키보드상 제 1 세트의 문자와 동일하고 제 2 세트의 문자는 제 2 

토글된 구조에서 하프 키보드상 제 2 세트의 문자와 동일한 데이터 입력 장치.

청구항 24.
표준 키보드상 터치 타이핑을 모조하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연산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방법으

로서,

a) 사용자 손가락상에 다수의 손가락 콘택을 배치하고 사용자 엄지손가락상에 다수의 엄지손가락 콘택을 배치하는 

단계;

b) 유사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하여 표준 키보드상 하나의 키를 누름으로써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손가락 콘택중 하나와 동일한 손의 엄지손가락 콘택의 각각 하나를 콘택하는 단계;

c)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 사이의 콘택을 형성하는 것에 응답하여 유사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하여 표준 키

보드상 키를 누름으로써 생성되는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d) 연산 장치에 생성된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연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 키보드는 QWERTY 키보드인 연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글러브에 부착되는 연산 장치에 정

보 입력 방법.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에 의해 착용된 가요적인 해골 구조에 부착되는 연

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적인 해골 구조는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 소정 위치에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

락 콘택을 홀딩하도록 구성된 클립을 포함하는 연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공개특허 특2003-0090633

- 10 -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적인 해골 구조는 새겨진 전기 와이어를 유지하는 얇은 가요적인 나선형부로 구성되고, 

상기 얇고 가요적인 나선형부는 사용자 손가락 각각의 주위에 착용되는 연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청구항 30.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콘택 및 엄지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 콘택 상에 착용된 링에 배

치되는 연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청구항 31.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엄지손가락 콘택 및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 양쪽의 손가락 및 엄지손가락상에 배치되는 연

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청구항 32.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엄지손가락 콘택 및 손가락 콘택은 사용자 손중 하나에 배치되고,

하나의 센서는 콘택을 가진 사용자 손의 위치를 검출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센서는 두 세트의 문자 사이에서 토글링

하고, 제 1 세트의 문자는 제 1 구조에서 하프 키보드상 제 1 세트의 문자와 동일하고 제 2 세트의 문자는 제 2 토글된

구조에서 하프 키보드상 제 2 세트의 문자와 동일한 연산 장치에 정보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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