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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 및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해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터치패드로부터 소정의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 신호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

력 신호가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Drag)로 판단되면, 상기 드래그 방향에 상응하여 현재 제공된 화면을 이동하는 과정

과, 상기 드래그 방향에 상응하여 목표 지점으로 화면 이동 후, 상기 이동에 따른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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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터치패드로부터 소정의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 신호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 신호가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Drag)로 판단되면, 상기 드래그 방향에 상응하여 현재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

를 이동하는 과정과,

상기 드래그 방향에 상응하여 목표 지점으로 화면 이동 후, 상기 이동에 따른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결과 상기 입력 신호가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가 아니면,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입력이 터치(Touch)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에 따른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과정은,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드래그 되는 속도에 상응하여 화면 이동의 속

도 또는 이동 거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변화되는 이미지로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에 따른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 후, 상기 터치패드로부터 입력 신호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단

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에 따른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 후 또는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최초 입력되는 신호가 터치(Touch)로 판단되면, 상

기 터치 입력에 상응하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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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가 터치 방식이 아니면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를 미리 설정된 소정 시간

동안 대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입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입력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종료 판단시, 사용자 설정에 상응하여 모든 절차를 종료하거나, 마지막 제공 화면 상태는 유지하며 화면 전원을

오프(Off)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입력이 발생하면, 사용자 요청에 따른 상기 입력에 상응하는 해당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 표시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제공되면, 상기 터치패드의 드래그 또는 터치 입력신호에 따라 상기 슬라이딩 되는

화면 속도를 감소하는 과정과,

상기 슬라이딩 되는 화면상에 소정의 선택 창을 오버레이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1.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일측에 구비되어, 사용자의 드래그 또는 터치 입력에 따른 입력 신호를 제공하는 터치패드와,

상기 터치패드의 입력 신호를 판단하고, 상기 드래그 및/또는 터치 입력 신호에 따라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제공된 이미지

의 이동/전환, 데이터 검색/선택/확인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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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터치패드는, 사용자의 터치에 의해서 해당 기능이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되도록 하기 위한 영역과, 사용자의 드래

그에 의해 상하좌우 또는 사선 방향키에 대응하는 해당 기능이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되도록 하기 위한 영역과, 사용자

의 스크롤에 의해 상하좌우 또는 사선 방향키에 대응하는 해당 기능이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되도록 하기 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드는, 상기 이동 단말기 상의 입력 버튼들을 포함하는 키입력부의 상부측 또는 하부측에 구비되어, 상하좌우

또는 사선 방향키 기능, 선택 기능, 드래그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키 역할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

스 제공 장치.

청구항 14.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의 드래그 또는 터치 입력에 상응하는 입력 신호를 제공하는 터치패드와,

상기 터치패드를 통한 입력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여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의 이동을 표시하고, 상기 드래그 또는 터치

입력에 따른 상하좌우 사선 방향 동작에 상응하여 화면상에 표시된 이미지의 이동/선택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소정의 입력이 전달되면, 상기 입력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 화면상의 포인터

동작 제어, 데이터 드래그(Drag) 동작을 통해 이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듈들 및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드에 따른 프로그램 모듈은,

상기 터치패드의 입력에 대한 결과 정보를 오버레이하는 프로그램 모듈과,

상기 터치패드의 입력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모듈과,

상기 터치패드의 입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모듈과,

상기 인식되는 정보의 변환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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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드로부터 전달되는 드래그 또는 터치에 상응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에 대

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로 전달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드는 압력 감지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드는, 사용자의 터치에 의해서 해당 기능이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되도록 하기 위한 영역과, 사용자의 드래

그에 의해 상하좌우 또는 사선 방향키에 대응하는 해당 기능이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되도록 하기 위한 영역과, 사용자

의 스크롤에 의해 상하좌우 또는 사선 방향키에 대응하는 해당 기능이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되도록 하기 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드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되는 포인터 동작 또는 드래그 동작을 감지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의 화면상에 제공되

는 메뉴, 데이터의 검색/선택/확인 기능을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터치에 상응하는 해당 기능을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하고, 드래그

에 상응하는 상하좌우 또는 사선 동작에 대한 해당 기능을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하고, 스크롤에 상응하는 상하좌우 또

는 사선 동작에 대한 해당 기능을 디스플레이부에 표시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드래그 되는 속도에 상응하여 화면의 이미지 이동의 속도 또는 이동 거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변화되는 화면 이미지로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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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한 화면 표시 방식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제공되면, 상기 터치패드의 드래그 또는

터치 입력신호에 따라 상기 슬라이딩 되는 화면의 속도를 감소하여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되는 화면상에 소정의 선택 창을 오버레이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터치패드(Touch Pad)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에서 보

다 편리한 컨텐츠(content)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무선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동 단말기의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 단말기의 보

급이 일반화되면서 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업자들은 공간 및 시간에 구애됨이 없는 통화는 물론, 무선 인터넷,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및 이미지, 화상,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고 있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 안을 임의로 이동하면서 기지국(BS, Base Station)을 통해 일반전화 가입자 또

는 다른 이동통신 가입자와 통화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개인 정보관리 및 컴퓨터와의 정보교류를 수행하는

등의 부가적 기능을 가진다. 근래에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 화상이나 동영상의 송수신, 가상 3차원 음향 및 스테레오 사운

드 구현, MP3 플레이어 기능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내장 등 하루가 다르게 그 성능이 향상된 이동 단말기들이 등

장하고 있다.

또한, 기능에 따라서 인터넷 기능을 가지는 단말기 장치, 문자 전송을 위한 단말기 장치, 동영상 기능을 가지는 단말기 장

치, 사용자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위한 단말기 장치 및 게임 기능을 가지는 단말기 장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

고 디지털 TV나 주문형 영상(비디오)서비스(VOD: Video On Demand) 등과 같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상용화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이동 단말기는 단순한 텍스트만을 이용한 게임뿐만 아니라 현재 3D까지 구현하는 게임 기능들을 수행하고 메신

저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키패드를 사용한 입력 방식뿐만 아니라 터치 패드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기능

을 사용한 휴대용 단말기 장치까지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동 단말기에서는 상기 방법뿐만 아니라 많은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기능들이 구현되고 있으며 이동 단말기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수용한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상기 이동 단말기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기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들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적용될

때, 상기 기능들을 기반으로 이동 단말기에서 구현되는 기능 예컨대, 이미지, 화상, 동영상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조작 방법

등과 같은 기능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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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단말기에서 사

용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기에서 데이터 검색/열람에 따른 방향키 조작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

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입력 방법에 상응하여 데이터 제공 화면을 가변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이러한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

용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터치패드로부터 소정의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입력 신호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입력

신호가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Drag)로 판단되면, 상기 드래그 방향에 상응하여 현재 제공된 화면을 이동하는 과정과,

상기 드래그 방향에 상응하여 목표 지점으로 화면 이동 후, 상기 이동에 따른 화면을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일측에 구비되어, 사용자의 드래그 및/또는 터치 입력에 상응하는 입력 신호를 제공하

는 터치패드와, 상기 터치패드의 입력 신호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하는 드래그 및/또는 터치 입력 신호에 상응하여 디스플

레이부를 통해 제공된 화면의 이동/전환, 데이터 검색/선택/확인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의 드래그 및/또는 터치 입력에 상응하는 입력 신호를 제공하는 터치패드와, 상기 터치패드를 통한

입력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여 화면 이동을 표시하고, 상기 드래그 및/도는 터치 입력에 따른 상하좌우 및/또는 사선 방

향 동작에 상응하여 화면상에 제공된 데이터의 이동/선택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소정의 입력

이 전달되면, 상기 입력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 화면상의 포인터 동작 제어, 데이터 드래그(Drag)

동작을 통해 이동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으

로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

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

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MS, Mobile Station)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입력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 터치패드(Touch Pad)를 적용하고,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문서, 인터넷 보기, 게임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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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동 단말기에 터치패드를 적용하고,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동작을 상

기 이동 단말기에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 등을 보다 간단한 조작으로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기

검색된 이미지에 대하여 상하좌우에 관계없이 손동작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이동 단말기는 단문 메시지 송/수신을 비롯하여 각종 단말기의 풀-다운 메뉴 선택 등의 조작이 디스플레이부

인 액정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방향키 등의 버튼 작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종래의 이동 단말기는 송수신된 단문 메시지 또는 이미지 데이터 또는 이동 단말기의 저장부

예컨대, 메모리(memory)에 저장된 정보 데이터를 액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거나, 또는 검색하기 위한 선택 버튼

들이 구비된다.

이러한 선택 버튼들은 버튼의 눌림에 따라 해당 정보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액정화면에 풀-다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되

고, 상기 디스플레이된 해당 정보 데이터로 예컨대, 방향키 조작을 통해 이동시킨 다음 선택하여 정보 데이터의 검색 및 확

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와 같이 메뉴 검색/선택 버튼 및 방향키 등의 조작을 통해 해당 정보를 검색 및 확인하는 일반적인 이동 단말기에서는

디스플레이된 해당 정보를 버튼 스크롤링(scrolling) 방식으로 검색하게 된다. 즉, 메뉴 검색/선택 버튼 및 방향키 등의 조

작 순서 조합에 의해 액정화면에 디스플레이된 해당 정보가 상하 스크롤링 및 좌우 스크롤링 되면서 검색 및 확인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단말기는 메뉴 검색/선택 버튼 및 방향키의 조작에 따라 순차적으로 액정화면에서 좌우 및 상하 스크

롤링하면서 정보를 검색 및 확인하나, 이러한 버튼 스크롤 방식의 이동 단말기는 대용량의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 환경 하의 데이터 송수신에 적합하지 않다.

즉, 전송된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이 액정화면의 화면 크기에 2~3배 정도의 크기인 경우 사용자는 전송된 데이터

를 스크롤링 시키기 위해 수회 내지 수십 회의 반복적인 메뉴 검색/선택 버튼 및 방향키를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하, 상기와 같은 일반적인 이동 단말기에서의 이미지 검색 및 확인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1a 내지 도 1c는 일반적인 이동 단말기에서의 키패드를 이용한 조작 방법의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a 내지 도 1c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도 1a 및 도 1b는 기존 이동 단말기에서 이미지가 확대되어 일부분만 보

이는 경우에 상기 이미지의 다른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즉, 상기 도 1a 및 도 1b에서는 상하좌우 방

향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희망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상기 도 1c는 이동 단말기의 화면상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방향키로 선택하여 검색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상기 도 1c에서는 이동

단말기의 한 화면상에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특화되어 있는 버튼 예

컨대, 볼륨 업/다운(Volume Up/Down) 버튼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동작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도 1 및 도 1c와 같은 경우, 이미지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려면 여러 단계의 버튼 조작을 수행해

야 하며, 또한 사선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미지를 상하+좌우 동작을 합쳐서 이동해야 한다.

상기 도 1a를 참조하면, 상기 도 1a는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확대된 이미지를 키패드를 이용하여 우측으로 이동하는 조

작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사용자는 상기 도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면상에 제공되는 이미지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시, 기존 키패드에 구비된 방향키 등의 조작을 통해 우측 방향으로 소정 횟수 예컨대, X번의 이동 조작을 통

해 이동한다.

상기 도 1b를 참조하면, 상기 도 1b는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확대된 이미지를 키패드를 이용하여 사선으로 이동하는 조

작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사용자는 상기 도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면상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동시, 기존 키패드에 구비된 방향키 등의 조작을 통해 우측 및 하측으로 수회 내지 수십 회의 반복 이동 조작을 통해 이

동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우측으로 소정 횟수 예컨대, X번의 이동 조작 후 하측으로 소정 횟수 예컨대, Y번의 이동 조

작을 통해 이동한다.

등록특허 10-0746874

- 8 -



상기 도 1c를 참조하면, 상기 도 1c는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다수개의 이미지를 키패드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조작 방법

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사용자는 상기 도 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검색시, 기존

키패드에 구비된 방향키 등의 조작을 통해 소정 횟수 예컨대, X번의 이동 조작을 통해 검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는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예컨대, 이미지, 화상

및 동화상 등의 검색 및 확인시 이동 단말기에 구비된 키패드 예컨대, 방향키 등을 이용하여 수회 내지 수십 회의 조작을

통해 상하좌우로 이동함에 따라, 느린 검색, 여러 번의 조작을 통한 검색 및 확인 절차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즉, 방향키 등을 이용하여 검색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방향키를 이용하여 여러 번의 조작을 통해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기술에서는 터치패드를 이용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기 터치패드를 이

용한 종래 기술에서는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2개의 터치패드를 사용해야 하며, 상기 터치패드와 더불어 별도

의 보조 버튼을 구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 기술에서는 상기와 같이 터치패드를 이용한다는 개념만 기술하

고 있을 뿐,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종래 기술에 따른 터치패드를 이용한 방안들은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희망하는

목적 지점과 조작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 기술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주어지는 손동작에 따른 속도와

힘을 이용할 수 없으며, 터치패드를 이용한 슬라이딩(Sliding)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데이터 검색에 대한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제안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 일예로 이미지의 검색 및 확인 등의 동작 수행시 하나의 터치패드

를 이용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편리하게 빠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활용 방안에 대

하여 제시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별도의 버튼의 필요 없이 하나의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이동, 스크롤 등의 기

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토록 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는 현재의 이동 단

말기 사용 상태를 판단하고, 터치패드 상의 포인트 이동을 스크롤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의 손동작과 이미지의 움직임을 일치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조작에 따른 명쾌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사용자의 손동작을 이동 단말기에서 인식함으로써 데이터의 목적 지점까지 간편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이동시 손동작의 힘과 속도를 이용하여 데이터 검색 또는 확인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동 단말기에서 소정 데이터의 검색 또는 확인 등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고,

터치패드를 이용한 사용자의 손동작에 상응하여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식의 데

이터 검색 또는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기 이동 단말기를 이동통신 단말기를 예로 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이동 단말기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단말기로서, 바람직

하게는 이동통신 단말기, 이동 전화기, 개인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폰(Smart Phone),

MP3 플레이어, 노트북(Notebook),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오디오(Audio) 기기, 텔레비전,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은 모든 정보통신기기 및 멀티미디어 기기와, 그에 대한 응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상기 터치패드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며, 예컨대, 포인팅 디바이스(Pointing Device)와 같이 상기 터치패드와 동등한 기능을 가지는 모든 기기 및 그에 대한

응용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의 일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는 크게, 입력 수단, 처리 수단, 저장 수단, 출력 수

단 및 통신 수단으로 구분된다.

상기 입력 수단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오디오 처리부(207), 사용자로부터 문자 데이터를 입

력받는 키입력부(209) 및 외부 소정 물체의 촬영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는 카메라(213) 및 압력 감지기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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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평판으로서, 사용자의 손가락이나 펜 등을 이용하여 접촉하면 압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여 후술하는 디스플레이

부(219)를 통해 제공되는 화면의 포인터를 동작, 화면상의 데이터의 검색 또는 이동 등의 동작을 수행하는 터치패드(223)

등을 포함한다. 즉, 상기 입력 수단은 상기와 같은 구성 장치들을 통해,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 등의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카메라(213)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에 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 처리하는 신호 처리부

(215), 상기 신호 처리부(215)에서 디지털 처리된 입력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상 처리부(217), 상기 오디오 처리부

(207)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음성 데이터 또는 상기 키입력부(209)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문자 데이터 등의 처리

를 담당하는 데이터 처리부(205), 상기 이동 단말기 내부 블록들의 일련의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부(201) 및 사용자로부터

상기 터치패드(223)를 통해 전달되는 소정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처리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221)를 포함한다. 즉, 상기 처리 수단은 상기 입력 수단으로부터 입력된 사용자 데이터 예컨대, 상기 음성 데이터, 문자 데

이터 및 영상 데이터와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는 부가기능 각각에 대응하는 일련의 처리를 담당한다.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입력 수단을 통해 입력된 사용자 데이터의 저장 및 상기 이동 단말기의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메모리(211) 등을 포함한다.

상기 출력 수단은, 상기 입력 또는 요청되는 사용자 데이터 및 부가기능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화면을 구성

하여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219) 및 상기 음성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는 오디오 처리부(207)를 포함한다. 즉, 상기 출력

수단은 상기 입력 수단을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데이터 또는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 및

각 부가기능에 따른 화면을 출력한다.

상기 통신 수단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 다른 사용자 등으로 무선 전송하거나 또는 외부 웹 서버(Web Server)와의

연동을 통한 컨텐츠의 송수신 기능을 담당하며,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이하 'RF'라 칭하기로 한다) 처리부(203)

및 안테나(Antenna) 등을 포함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기 RF 처리부(203)는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 통

신 등과 관련한 일련의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RF 처리부(203)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 송

신부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 수신부 등을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처리부(205)는

상기 RF 처리부(203)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에 대한 부호화 및 변조를 수행하는 수단, 상기 RF 처리부(203)를 통해 수신되

는 신호에 대한 복조 및 복호화를 수행하는 수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처리부(207)는 상기 데이터 처리부(205)에서 출력되는 수신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로부터 입

력되는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상기 데이터처리부(205)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키입력부(209)는 숫자 및 문

자 정보를 입력하고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숫자, 문자 및/또는 기능 키들을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211)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이동 단말기의 일

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듈들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터치패드(223)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모듈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는 상기 프로그램 모듈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임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상위/하위 메뉴, 각 메뉴에

상응하는 어플레이션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이 서로간에 매핑(mapping)되어 각각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록되는 데이터베

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터치패드(223)에 따른 프로그램 모듈은, 상기 터치패드(223)의 입력에 대한 결과 정보를 오버레이하는 프로그

램 모듈, 상기 터치패드(223)의 입력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모듈, 상기 터치패드(223)의 입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모듈 및 상기 인식되는 정보의 변환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 등을 포함하는 전용 어플리케이

션이 탑재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201)는 이동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301)는 상기 키입력부

(209)로부터 모드 설정 변경 신호가 입력되면 그에 대응하는 모드 설정을 제어하며, 상기 입력되는 모드 설정 신호에 대응

하여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부가기능 또는 사용자 데이터 등을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상기 제어부(201)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터치패드(223)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입력이 전달되면, 상기 입력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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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부(219) 화면상의 포인터 동작을 제어하거나, 상기 디스플레이부(219) 화면상의 데이터를 드래그(Drag) 동작

을 통해 이동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201)는 상기 터치패드(223)의 동작에 상응하여 포인터 등의 위치 정보를 인식

하여 처리한다.

상기 카메라(213)는 소정의 영상을 촬영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인코더(미도시)와의 연동을 통해 상기 수신되는 영

상 데이터의 디지털 신호 변환을 수행한다. 상기 신호처리부(215)는 상기 카메라(213)로부터 출력되는 영상 신호를 이미

지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영상처리부(217)는 상기 신호처리부(215)에서 출력되는 영상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영상처리부(215)는 상기 제어부(201)의 제어 하에 수신되는 영상 신호를 상기 디스플레이부(219)의 규격

에 맞추어 전송하며, 또한 상기 영상 데이터를 압축 및 신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219)는 상기 영상처리부(217)에서 출력되는 영상 데이터를 화면으로 표시한다. 또한, 상기 터치패드

(223)를 통한 입력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여 포인터의 이동을 표시하고, 드래그 방식 예컨대, 상하좌우 동작에 상응하여

화면상에 제공된 데이터의 이동을 표시한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221)는 상기 터치패드(223)로부터 전달되는 소정의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

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201)로 전달한다.

상기 터치패드(223)는 압력 감지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손가락이나 펜 등을 통한 접촉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

하여 압력을 인지하고, 화면상의 포인터 동작 또는 드래그 동작에 상응하는 신호를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221)로

전달한다. 상기 터치패드(223)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되는 포인터 동작 또는 드래그 동작 등을 감지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

(219)의 화면상에 제공되는 메뉴, 데이터 등의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터치패드

(221)는 예컨대, 포인팅 디바이스와 같이 상기 터치패드(221)와 동등한 기능을 가지는 모든 기기 또는 그에 대한 응용 장

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일예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2에

서 살펴본 제어부(201), RF 처리부(203), 데이터처리부(205), 오디오처리부(207), 메모리(211), 신호처리부(215), 영상

처리부(217) 및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221) 등은 상기 도 3과 같은 이동 단말기(310)에 내장된다. 상기 도 2에서 살펴

본 디스플레이부(219)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참조부호 330의 일예에서와 같이 이동 단말기(310)의 일측면에 구비된다. 상

기 도 2에서 살펴본 키입력부(209)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참조부호 350의 일예에서와 같이 이동 단말기(310)의 일측면에

구비된다.

상기 도 2에서 살펴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패드(223)는 상기 도 3에 도시된 참조부호 370의 일예에서와 같이 상

기 이동 단말기(310) 상에 숫자키 등의 입력 버튼들을 포함하는 상기 키입력부(350)의 상부측에 구비되어, 상하좌우 방향

키 기능, 선택 기능, 드래그 기능 등을 포함하는 기능키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상기 도 3에서 터치패드(370)가 형성되

는 위치는 하나의 실시예일 뿐이며,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상기 터치패드(370)는 상기 키입력부

(350)의 하부측에 구비될 수도 있으며, 상기 이동 단말기(310)의 전체 구조에 상응하여 임의의 위치에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터치패드(370)를 이동 단말기(310)에 포함하여 방향키, 선택 및 드래

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간편한 데이터의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키입력부(350)의 키 버튼들이 점차 소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상기 터치패드(370)는 사용자의 메뉴 사용, 데이터

검색 또는 확인 등의 조작성을 높여주고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조작 방법의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면이다.

상기 도 4a 내지 도 4c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이미지가 확

대되어 일부분만 보이는 경우에 상기 이미지의 다른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동작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즉, 상기 도 4a 및

도 4b에서는 터치패드의 드래그 방식을 이용하여 상하좌우 방향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희망하는 지점으로 이

동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상기 도 4c는 이동 단말기의 화면상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터치패드의 드래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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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또는 터치 방식을 통해 검색 및/또는 선택하는 경우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상기 도 4c에서는 이동 단말기의 한 화

면상에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 다음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터치패드를 이용한 슬라이

딩 동작의 예를 나타낸다.

상기 도 4a를 참조하면, 상기 도 4a는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확대된 이미지를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우측으로 이동하는

조작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사용자는 상기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면상에 제공되는 이미지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시, 상기 터치패드를 우측 방향으로 문지르는 동작과 같은 드래그 방식 또는 상기 터치패드 상의 우측 부분

을 누르는 동작 즉, 클릭과 같은 스크롤 방식을 이용하여 이동 조작을 통해 이동한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

기와 같이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이동 시작 지점에서 사용자가 희망하는 목표 지점으로 이동시, 사용자에 의한 손

동작의 속도 예컨대, 드래그 속도 또는 눌러지는 힘 예컨대, 클릭 강도 등에 따라 이미지의 움직임 속도 및/또는 거리를 그

에 상응하여 변경시킬 수도 있다.

상기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한번의 조작을 통해 상기 확대된 이미지의 검색 및 확인 동작을

수행함에 따라 종래 기술에 따른 여러 번의 조작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도 1a에서 나타낸 4번의 방향키

클릭의 동작을 한번의 동작으로 단축할 수 있다.

상기 도 4b를 참조하면, 상기 도 4b는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확대된 이미지를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사선으로 이동하는

조작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사용자는 상기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면상에 제공되는 이미지의 좌측 상

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동시, 상기 터치패드를 우측 하단 방향으로 문지르는 동작과 같은 드래그 방식 또는 상기 터치패

드 상의 우측 하단 부분을 누르는 동작과 같은 클릭/스크롤 방식을 이용하여 이동 조작을 통해 이동한다. 이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이동 시작 지점에서 사용자가 희망하는 목표 지점으로 이동

시, 사용자에 의한 손동작의 속도 예컨대, 드래그 속도 또는 눌러지는 힘 예컨대, 클릭 강도 등에 따라 이미지의 움직임 속

도 및/또는 거리를 그에 상응하여 변경시킬 수도 있다.

상기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상기 확대된 이미지의 검색 및 확인 동작을

수행함에 따라 종래 기술에 따른 여러 번의 조작 경로 예컨대, '좌측 X번 +　하측 Y번'과 같은 여러 번의 분할된 조작 방법

에 따른 경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도 4c를 참조하면, 상기 도 4c는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다수개의 이미지를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슬라이딩 방식 및

클릭 방식으로 이미지의 이동/검색 및 선택하는 조작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사용자는 상기 도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다수개의 이미지 이동/검색시,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 방식 또는 클릭/스크롤 방

식을 이용하여 슬라이딩 방식으로 다수개의 이미지간 이동/검색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동되는 이미

지에서 사용자가 터치패드의 클릭 방식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바람직하게는 상기 선택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동 단말기는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 소정 크기로 확대된 형태로 보여준다.

또한 상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상기 슬라이딩되는 이미지에서 터치패드의 클릭과 같은 소정의 이벤트(event)가 발생하면,

상기 도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이미지를 선택 창 등을 통해 이미지 선택 화면을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와 같은 이벤

트가 발생하면 상기 슬라이딩을 종료함과 동시에 상기 선택 이미지를 화면상에 바로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미지 슬라이딩시 터치패드를 통해 최초 이벤트 예컨대, 한번의 클릭 등이 입력되면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

고, 상기 이미지 선택 화면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의 클릭 이벤트 예컨대, 한번의 클릭 또는 두번의 클릭 등이 입력되면 상

기 선택 이미지를 활성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미지가 선택 또는 활성화 상태에서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드래그 또는 이동 단말기에 설정된 클

릭 횟수, 스크롤 동작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슬라이딩을 재개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도 4c에서와 같은 경우에서도 터치패드에 가해지는 사용자에 의한 손동작의 속도 예컨대, 드래그 속도 또는 눌

러지는 힘 예컨대, 클릭 강도 등에 따라 이미지의 움직임 속도 즉, 슬라이딩 속도 및/또는 거리를 그에 상응하여 변경시킬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터치패드에 가해지는 터치 속도에 상응하여 이미지 화면을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터치패드를 터치 속도에 상응하여 이미지 검색 속도는 가변되며, 가속도에 의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다수개의 이미지 검색시 별도의 입력키가 필요 없이 한번의 터치로 여러 장의 이미

지에 대한 검색, 이동 및 선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의 동작 활용 방안에 대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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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패드의 동작 설명을 위해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사용자의 손동작 또는 펜 동작에 상응하는

터치패드의 동작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5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터치패드는 사용자의 동작에 상응하여 좌로 이동 또는 우로 이동하는 드래그/스

크롤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도 5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터치패드는 사용자의 동작에 상응하여 사선 동작 예컨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이동 또는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는 드래그/스크롤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도 5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터치패드는 사용자의 동작에 상응하여 사선 동작 예컨대,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

단으로 이동 또는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는 드래그/스크롤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도 5의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터치패드는 사용자의 동작에 상응하여 터치 동작 예컨대, 원 클릭(One Click)

또는 더블 클릭(Double Click)에 의한 선택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방법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슬라이드 자동 미리보기(Preview)

화면에서 이미지 검색 방법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상기 슬라이드 이미지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터치 속도에 상

응하여 스크롤링(scrolling) 될 수 있다.

상기 도 6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에 저장된 이미지 또는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각 이미지들이 슬라이드 방

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이동이라 함은 바람직하게는 각각의 개별적인 이미지들간 화면

전환 또는 페이지 이동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다.

상기 도 6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a)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미지 이동 중, 사용자가 터치패드를 좌 또는 우로

드래그하면, 그 속도의 비율에 상응하여 이미지의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며, 상기 드래그에 상응한 화면 전환 후에는, 바람

직하게는 처음 설정된 속도로 변경된다.

상기 도 6에서는 각 이미지들의 슬라이드 제공 방식이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제공되는 예로 나타내었으나, 본 발명이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초기 기본 설정 값에 따른 이미지의 슬라이드 제공 중에, 터치패드에 의해 드래그가 발

생하면 그에 상응하여 좌측에서 우측 또는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제공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미지 선택 방법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슬라이드 자동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미지 선택 방법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7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에 저장된 이미지 또는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각 이미지들이 슬라이드 방

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이동이라 함은, 상기한 바와 같이 각각의 개별적인 이미지들간

화면 전환 또는 페이지 이동과 같은 개념을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 7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a)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미지 이동 중, 사용자에 의해 터치패드를 통해 소

정의 이벤트 예컨대, 터치가 발생하면, 이동 단말기에서는 화면상의 내측 바람직하게는 화면상의 가운데에 소정의 이미지

선택 창을 제공함과 동시에, 상기 이미지의 슬라이딩 속도를 감소하여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소정의 이벤트는 상기와 같

이 사용자에 의한 터치를 포함하며, 또한 설정에 따라 상기 터치패드에 사용자의 손가락 또는 펜 등에 의해 눌려지는 상태

즉, 소정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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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슬라이딩 속도가 감소하면서 이동하던 임의의 이미지가 상기 이미지 선택 창 안에 위치하면 상기 이미지를 소

정 크기로 확대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상기 이미지 슬라이딩을 설정된 소정의 시간만큼 정지한다. 여기서, 상기 소정의 시

간이라 함은 이동 단말기에 초기 설정되며, 사용자의 설정에 상응하여 사용자 임의의 시간 값으로 설정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이후, 상기 설정된 소정 시간이 경과하면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미지들의 슬라이딩을 재개한다.

상기 도 7의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b)에서 소정의 이미지가 선택되어 소정 크기로 확대된 화면에서, 사용자에 의

해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소정의 이벤트 예컨대, 적어도 한번 이상의 터치(원 클릭 또는 더블 클릭 등)가 발생하면, 이동 단

말기에서는 현재 화면상에 선택된 이미지를 화면의 전체 크기(Full size)로 제공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a)의 상태

에서 사용자 설정에 상응하여 터치패드를 터치 예컨대, 원 클릭 또는 더블 클릭을 이용하여 화면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는 이미지를 상기 (c)에서와 같이 바로 전체 크기로 제공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도 7의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c)에서와 같이 소정의 이미지가 선택되어 전체 크기로 제공된 상태에서, 사용

자에 의해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소정의 이벤트 예컨대, 터치 또는 드래그 등이 발생하면 상기 (a)로 이동한다. 이때, 바람

직하게는 상기 (a)로 이동시 미리 설정된 방식에 상응하여 초기 이미지에서 슬라이딩을 재개하거나 또는 상기 선택 이미지

의 다음 이미지부터 슬라이딩을 재개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는 상기 (c)와 같

은 상태에서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상기 터치가 발생하면 상기와 같이 (a)로 이동하도록 하고, 드래그가 발생하면 상기 전

체 크기 상태에서 다음 이미지 또는 이전 이미지로 이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선택 방법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이

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예컨대, 분할 형태 예컨대, 3 x 3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미지 검색 및 선택 방법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8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에 저장된 이미지 또는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각 이미지들이 화면상에 분

할 형태로 제공되고, 상기 분할 형태의 각 이미지들이 슬라이드 방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

기 이동이라 함은, 상기 도 8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정의 이미지 선택 창 예컨대, 분할 형태의 이미지 크기에 상응하

는 사각 박스가 이동하는 개념을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 8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a)에서와 같이 제공되는 초기화면 또는 상기 (a)에서 상기 이미지 선택 창이 슬

라이드 방식으로 이미지 이동 중, 사용자 터치패드를 상하좌우 또는 사선 방향으로 드래그 또는 스크롤 기능을 수행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는 상기 상하좌우 또는 사선 방향의 드래그 또는 스크롤 기능에 상응하여 상기 이미지 선택 창을 이

동하여 해당 이미지에 오버레이(overlay) 한다.

또한 상기 도 8의 (b)에서, 상기 도 7의 (b) 및 (c)에서와 같이 상기 이미지 선택 창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미지 이동 중,

터치패드를 통해 소정의 이벤트 예컨대, 터치 또는 소정의 압력이 발생하면, 이동 단말기에서는 상기 이미지 선택 창의 슬

라이딩 속도를 감소하여 제공한다. 또한, 상기 슬라이딩 속도가 감소하면서 이동하던 임의의 이미지가 상기 이미지 선택

창 안에 위치하면 상기 이미지를 소정 크기로 확대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상기 이미지 슬라이딩을 설정된 소정의 시간만큼

정지한다. 여기서, 상기 소정의 시간이라 함은 이동 단말기에 초기 설정되며, 사용자의 설정에 상응하여 사용자 임의의 시

간 값으로 설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후, 상기 설정된 소정 시간이 경과하면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미지들의 슬라이딩

을 재개한다.

또한 상기 도 8의 (b)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소정의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소정의 이벤트 예컨

대, 적어도 한번 이상의 터치(원 클릭 또는 더블 클릭 등)가 발생하면, 이동 단말기에서는 현재 화면상에 선택된 이미지를

화면의 전체 크기(Full size)로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는 바람직하게는 데이터 검색 및 보기 예컨대, 이미지 검

색, 이미지 보기, 텍스트 보기 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터치패드는 속도 감응 및 자유방향 지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는 이미지 또는 문서 검색, 선택 및 확인 등을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터치/스크롤 등의 동작을 통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에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바람직한 동작 실시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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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는 먼저, 901단계에서 터치패드로부터 소정의 입력 신호 예컨

대, 소정 크기의 압력이 인가됨을 인지하면 90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903단계에서 상기 터치패드로

부터 입력되는 입력 신호를 판단한다. 상기 903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입력 신호가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 방식으

로 판단되면 905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903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입력 신호가 터치패드를 이용한 드래그 방식이 아

니면 9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입력이 터치 방식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상기 905단계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상기 드래그 방향 예컨대, 상하좌우 또는 사선 또는 이들의

조합에 따른 방향에 상응하여 현재 제공된 화면을 이동한 후 907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동 단말기

는 상기 이동 화면 제공시, 상기 터치패드를 통해 드래그 되는 속도 및/또는 힘에 상응하여 화면 이동의 속도를 가변적으로

제공한다.

상기 907단계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사용자 드래그에 상응하여 목표 지점으로 이동 후, 상기 이

동에 따른 화면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후 사용자 입력을 대기한다. 상기 907단계에서 사용자 입력 대기 중 상기 터치

패드를 이용한 소정 입력이 발생하면 909단계로 진행한다. 이때,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소정 입력이 상기한 903단계에

서와 같이 드래그에 의한 방식이 입력되면, 바람직하게는 해당 화면에서 상기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해당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909단계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터치패드를 이용한 사용자 입력이 터치 방식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909단계

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사용자 입력이 터치 방식이면 911단계로 진행하고, 상기 909단계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사용자 입

력이 터치 방식이 아니면 913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소정 시간 대기한다.

상기 911단계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터치패드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터치 방식의 입력이 발생하면, 상기 입력에 상응하

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수개의 이미지에서 상기 터치 방식을 통해 임의의 이미지가 선

택되면,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선택된 이미지의 전체 크기의 화면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이미지 제공 방식이 슬라이딩

또는 스크롤링 방식이 제공되는 경우 미리 설정된 값에 상응하여 슬라이딩 또는 스크롤링 속도를 감소하고 소정의 선택 창

을 화면상에 제공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다.

상기 913단계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미리 설정된 소정의 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입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터치패

드를 이용한 입력 종료로 판단한다. 여기서, 바람직하게는 상기 소정 시간은 사용자에 의해 임의 설정이 가능함은 물론이

다. 또한 상기 입력 종료 판단시, 사용자 설정에 의해 모든 플로우를 종료하거나, 또는 마지막 제공화면 예컨대, 상기 907

단계에서 제공된 화면 상태는 유지하며, 화면 전원만 오프(Off)하도록 설정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동작은 하나의 실

시예로서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모든 응용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913단계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미리 설정된 소정의 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입력이 발생하면, 사용자 요청에 따른

상기 입력에 상응하는 해당 동작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는 이동 단말기의 제공 화면보다 크게 나타나는 데

이터 예컨대, 이미지, 텍스트 등을 검색/선택/확인 등을 수행할 때, 상하좌우, 사선 및 이들의 조합에 상응하여 자유롭게 움

직일 수 있는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는 상기와 같은 데이터 검색시 상기 터치패드를 드래그 또는 터치하는 속도에 상응하여 검색 가능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한 터치패드를 이용한 데이터 검색시, 이동 단말기의 자동 슬라이딩 또는 스크롤링 미리보기 기능과 연동하여 보다 편리한

데이터 검색/선택/확인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는 상기한 바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터치패드를 포함하며, 또한 상기 터

치패드를 비롯하여 그와 동등한 기능을 가지는 응용 기기 예컨대, 포인팅 디바이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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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본 발명의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따르

면, 최근 이동 단말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미지, 지도정보, 웹 문서 및 기타 문서 파일 등을 검색하고 열람할 때, 터치패드

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의 빠른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이점을 가진다. 또한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에서 제공되

는 화명상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희망하는 해당 정보를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이동 단말기에서 수회 내지 수십 회의 방향키 조작 및 그에 따른 경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이

동 단말기에서 방향키 조작에 따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제거하고, 보다 간편한 조작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터치패

드를 이용한 데이터 검색에서 기존에 부가적으로 적용된 버튼들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터치패드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c는 일반적인 이동 단말기에서의 키패드를 이용한 조작 방법의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의 일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조작 방법의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패드의 동작 설명을 위해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방법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미지 선택 방법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서 터치패드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선택 방법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동작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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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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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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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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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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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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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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