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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 상에 광학 센서의 배치

(57) 요 약
일 실시예에서, 착용식 디바이스는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본체를 포함한다. 착용식 디바이스는 본
체에 연결된 밴드 및 광학 센서를 포함한다. 광학 센서는 착용식 디바이스가 오브젝트의 뷰(view)를 가로막지 않
아 그 오브젝트가 보여질 수 있는 동시에,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된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보여
질 수 있도록 밴드의 내부 또는 상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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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착용식 디바이스에 있어서,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본체,
상기 본체에 연결된 손목 밴드, 및
상기 손목 밴드 상에 또는 상기 밴드 내에 위치되어,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분 및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를 착
용하고 있는 사람의 손의 적어도 일부분의 이미지를 캡쳐하도록 동작가능한 광학 센서를 포함하며,
상기 오브젝트가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는 상기 사람에 의해 보여질 수 있는 동안 상기 터치-센서
티브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상기 광학 센서가 배치되며,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는,
상기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분 및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는 상기 사람의 손의 상기 적어도 일부
분의 이미지를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상기 손의 적어도 일부분의 이미지를, 상기 오브젝트와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제스쳐 입력의 적어도 일
부로서 프로세스하도록 동작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는 시야 원추(viewing cone)를 가지고,
상기 광학 센서는 시야각을 가지며, 상기 디바이스가 사람에 부착될 때, 상기 광학 센서의 시야각의 중심 및 상
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의 시야 원추의 중심 사이의 각을 이루도록 오리엔트되며(oriented), 상기 각은 상
기 사람이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의 시야 원추내에서 상기 디바이스를 보는 것 및 상기 광학 센서의 시
야 각내에 있는, 상기 디바이스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오브젝트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의 일부의 이미지를 입력으로서 프로세스하는 것은,
상기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분을 식별하고,
상기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하고,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에 상기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센서는 카메라를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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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센서를 더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깊이 센서는 광학 깊이 센서를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센서에 의해 캡쳐된 상기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에 나타내고,
상기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도록 상기 사람에 의한 입력을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신하고,
상기 입력을 프로세스하도록 동작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상기 사람이 상기 오브젝트의 이미지 상에서 또는 상기 이미지 근처에서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
플레이를 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을 프로세스하는 것은,
상기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를 식별하고,
상기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하고,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에 상기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1
착용식 디바이스에 있어서,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본체,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분 및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손의 적어도 일부분의 이미지를 캡
쳐하도록 동작가능한 광학 센서,
상기 광학 센서를 수용하며, 상기 사람의 손목에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를 부착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광학 센서
는, 상기 오브젝트가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는 상기 사람에 의해 보여질 수 있는 동안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상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배치되는, 수단,
상기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분 및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는 상기 사람의 손의 상기 적어도 일부
분의 이미지를 동시에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손의 적어도 일부분의 이미지를, 상기 오브젝트와의 사용자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제스쳐 입력의 적어도 일
부로서 프로세스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는 시야 원추를 가지고,
상기 광학 센서는 시야각을 가지며, 상기 디바이스가 사람에 부착될 때, 상기 광학 센서의 시야각의 중심 및 상
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의 시야 원추의 중심 사이의 각을 이루도록 오리엔트되며(oriented), 상기 각은 상
기 사람이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의 시야 원추내에서 상기 디바이스를 보는 것 및 상기 광학 센서의 시

-4-

등록특허 10-2125560
야각 내에 있는, 상기 디바이스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오브젝트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손의 일부의 이미지를 입력으로서 프로세스하는 수단은,
상기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분을 식별하는 수단,
상기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하는 수단,
상기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센서는 카메라를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착용식 디바이스에 깊이 센서를 부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깊이 센서는 광학 깊이 센서를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센서에 의해 캡쳐된 상기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단,
상기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도록 사람에 의한 입력을 수신하는 수단,
상기 입력을 프로세스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상기 사람이 상기 오브젝트의 이미지 상에서 또는 상기 이미지 근처에서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
플레이를 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을 프로세스하는 수단은,
상기 오브젝트의 적어도 일부를 식별하는 수단,
상기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하는 수단,
상기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디스플레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

발명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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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2012년 11월 20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728765호, 2012년 11월 20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1/728770호, 2013년 3월 6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773803호, 2012년 11월 20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1/728773호, 2013년 3월 7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773813호, 2013년 3월 7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1/773815호, 2013년 3월 7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773817호, 2013년 3월 11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1/775688호, 2013년 3월 11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61/775687호, 및 2013년 3월 11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1/775686호에 대한 우선권을 미국 특허법(35 U.S.C.) §119(e) 하에서 주장하며, 이들 가출원은 참조에 의해
본 출원에 포함된다.

[0002]

본 명세서는 전반적으로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3]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다양한 장소 주변에서 이동할 때도 컴퓨팅 능력(computing capabilities)에
대한 액세스(access)를 그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의 예는 모바일폰, 미디어 플레이어, 랩
톱, 태블릿, PDA, 또는 이 타입의 다수 디바이스가 갖는 기능성을 구비한 하이브리드 디바이스(hybrid device)
를 포함한다.

[0004]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는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셀룰러 네트워크, 인터넷,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네트워크와 같은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 있다.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는 예건대, 원격-저장
된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원격 프로세싱 파워(remote processing power)에 액세스하거나, 원격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하거나, 국소적으로 저장된(locally-stored)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로컬 프로세싱 파워를 제공하거나, 또
는 로컬 디스플레이에 액세스하도록 다른 전자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모바일 전자 디바이스를 경유해 액세스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및 서비스를 호스트할 수 있는 서버에 통신 경로와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콘텐츠는 텍스트, 비디오 데
이터, 오디오 데이터, 사용자 설정 또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모바일 전자 디바이
스들 사이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컨대, 블루투스(bluetooth), IEEE WI-FI(802.11a/b/g/n/ac) 또는
TCP/IP와 같은 모든 적절한 통신 프로토콜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는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 상에 광학 센서의 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특징은,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본체,
상기 본체에 연결된 밴드, 및 광학 센서를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에서, 상기 광학 센서는 상기 착용식 디바
이스가 오브젝트의 뷰(view)를 가리지 않아 오브젝트가 보여질 수 있으면서,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된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상기 밴드 상에 또는 상기 밴드 내에 위치되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0007]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특징은, 터치-센서티브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본
체, 상기 본체에 연결된 광학 센서, 및 수용 수단을 포함하는 착용식 디바이스에서, 상기 수용 수단은 상기 착
용식 디바이스가 오브젝트의 뷰(view)를 가리지 않아 오브젝트가 보여질 수 있으면서, 상기 터치-센서티브 디스
플레이에 디스플레이된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상기 광학 센서를 수용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0008]

본 발명에 따르면,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 상에 광학 센서의 배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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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도1은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2는 디바이스의 적층예를 도시한다.
도3a~3e는 디바이스의 폼팩터 예를 도시한다.
도4a는 디바이스 본체의 단면예를 도시한다.
도4b~c는 디바이스의 엘리먼트 간 접속예를 도시한다.
도5a~5f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예를 도시한다.
도6a~c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단면도 예를 도시한다.
도7a~7d는 디바이스 본체 주변 외측 엘리먼트의 예를 도시한다.
도8a~8c는 디바이스 본체 주변 외측 엘리먼트의 예를 도시한다.
도9는 디바이스의 밀봉링의 예를 도시한다.
도10은 디바이스의 유지링의 예를 도시한다.
도11은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다양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12a~12b는 디바이스의 본체에 부착된 밴드를 도시한다.
도13a~13i는 디바이스의 밴드를 매거나 또는 부착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14a~d는 디바이스 위 카메라의 예시적 배치를 도시한다.
도15는 밴드와 광학 센서를 구비한 예시적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도16은 사용자, 디바이스 및 개체를 포함하는 삼각형의 예를 도시한다.
도17은 디바이스의 광학 센서에 대한 시야각의 예를 도시한다.
도18a~18b는 디바이스 내 광학 센서의 예를 도시한다.
도19는 디바이스의 센서 검출 시스템의 예를 도시한다.
도20a~20c는 디바이스와 함께 동작하는 충전기의 예를 도시한다.
도21a~21b는 디바이스와 함께 동작하는 충전기의 예를 도시한다.
도22a~22b는 디바이스와 함께 동작하는 충전 유닛의 예를 도시한다.
도23은 디바이스와 함께 동작하는 충전 유닛을 위한 충전 계획의 예를 도시한다.
도24는 디바이스와 함께 동작하는 충전 유닛을 위한 충전 계획의 예를 도시한다.
도25a~25e는 디바이스와 충전 유닛에서 에너지 저장과 충전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26은 충전 유닛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도27~92는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제스처의 예를 도시한다.
도93a~93b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입력의 예를 도시한다.
도94a~94c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입력의 예를 도시한다.
도95a~95d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터치 입력의 예를 도시한다.
도96a~96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모델의 예를 도시한다.
도97은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모델의 예를 도시한다.
도98a~98g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모델의 예를 도시한다.
도99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모델의 예를 도시한다.
도100a~100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모델의 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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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1a~101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스크린을 도시한다.
도102a~102d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스크린을 도시한다.
도103a~103d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스크린을 도시한다.
도104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메뉴를 도시한다.
도105a~105d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메뉴를 도시한다.
도106a~106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메뉴를 도시한다.
도107a~107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메뉴를 도시한다.
도108은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메뉴를 도시한다.
도109a~109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메뉴를 도시한다.
도110a~110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스크롤링의 예를 도시한다.
도111a~111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스크롤링의 예를 도시한다.
도112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오버레이 및 배경 콘텐츠의 예를 도시한다.
도113a~113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오버레이 및 배경 콘텐츠의 예를 도시한다.
도114a~114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15a~115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16a~116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17a~117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18a~118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19a~119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20a~120c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21a~121b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시각적 전이 효과의 예를 도시한다.
도122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 물리 모델의 사용예를 도시한다.
도123은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스크린을 도시한다.
도124는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스크린을 도시한다.
도125는 디바이스의 자동 카메라 활성화를 위한 예시적 방법을 도시한다.
도126은 디바이스에 의한 위임 방법의 예를 도시한다.
도127은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예시적 위임 모델을 도시한다.
도128은 디바이스에 의한 위임 방법의 예를 도시한다.
도129a~129d는 디바이스의 모드 예를 도시한다.
도130은 디바이스의 모드 예를 도시한다.
도131a~131d는 디바이스의 모드 예를 도시한다.
도132는 증강 현실 기능을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예시적 방법을 도시한다.
도133은 디바이스가 동작할 수 있는 예시적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다.
도134는 디바이스와 타겟 디바이스 사이를 페어링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135는 디바이스를 타겟 디바이스와 페어링하는 예시적 방법을 도시한다.
도136은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예시적 스크린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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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7은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예시적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도1은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 100의 일례를 도시한다. 디바이스 100는 그 디바이스 100의 회로, 구조 및 디스플
레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는 본체 105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본체 105는 디바이스 100의 프로세싱 콤
포넌트(processing component), 데이터 저장 콤포넌트, 메모리, 센서, 배선 또는 통신 콤포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100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
어, 원형 디스플레이 110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원형상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형상 또는 모양을 취할 수 있
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적절한 경우에, "원형 디스플레이"는 실질적(substantial) 원형 디스플레
이, 또는 원형과 비슷한 디스플레이(circular-like display; 예컨대, 타원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특정 실
시예에서, 디바이스 100는 디스플레이 주위에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주위의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 또는 본체(이 본체 위 또는 내에 디스플레이가 놓임)를 둘러싸는 회
전형 엘리먼트(rotatable element)를 포함한다. 일례로서, 엘리먼트는 원형 디스플레이 110 주위의 외측링 115
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주변의 이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 또는 본체에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측링 115은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 100의 본체에 상대적으로
회전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100는 본체 105에 부착된 밴드 120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100는 예컨대 카메라 모듈 125과 같은 센서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카메라 모듈 125은 아래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본체 105 또는 밴드 125의 내부 또는 표면에 부착되는 카메라를 수용한다.

[0011]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의 특정 실시예는 스택업(stack-up)을 포함하고, 이 스택업을 통해서 프로세싱 및 디스플
레이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디바이스의 본체 내에 들어맞게 된다. 이 본체는 사용자가 디바이스와 상호
작용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제공하는 외측링과 같은 엘리먼트에 의해 둘러싸여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특정 실시예는 이하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추가적 기능성을 위해 밴드에 일체화되는 외
부 콤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도2는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의 스택업 200의 예를 도시한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택업 200의 일부 또는 모든 콤포넌트는 디바이스의 형태(도2의 예에서 원형임)를 채택할 수 있다. 스택
업 200은 보호 유리(또는 다른 적절한 투명 고체 재료)의 층 205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콤포넌트는 보호 유리
205에 적층되거나 기대(base) 204에 부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보호층 205은 외측링 235 또
는 디바이스 본체의 임의의 다른 적절한 콤포넌트에 기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호 유리 205 바로 밑에 터치
-센서티브 레이어 210가 있을 수 있다. 터치-센서티브 레이어 210는 임의의 적절한 재료로 구성될 수 있고, 또
한 예컨대, 저항성, 표면 탄성파, 용량성(상호 용량성 또는 자기-용량성을 포함함), 적외, 광학, 분산성
(dispersive),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타입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타입일 수 있다. 터치-센서티브 레이어 210는
보호 유리 205에 직접 도포되거나, 보호 유리 205 위에 적층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터치-센서
티브 레이어 210는 완전한 2차원 터치 표면이거나, 또는 터치-센서티브 영역(예컨대, 다수의 용량성 버튼 또는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터치-센서티브 레이어 210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터치 표면의 가
장자리에서 가요성(flexible) 커넥터를 통해 프로세서 보드 215에 연결될 수 있다.

[0012]

원형 디스플레이 215는 터치-센서티브 레이어 210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원형 디스플레이 215는 임의의 선행하
거나 앞선 층에 적층되거나 기계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적층은 내부 반사를 감소시켜, 눈부
심(glare)을 감소시키고 디스플레이 시인성(display legibility)을 개선할 수 있다.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215는 대칭 또는 비대칭일 수 있는 외곽 불활성 영역을 가질 수 있다. 디스플레이 215는
시각적으로 대칭인 표시(presentation)를 위해 보호층 205에 대해 동축이 되도록 위치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215는 예컨대, LED(light-emitting diode),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또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타입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215는 가요성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215는 부분 투명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215는 반투명일 수 있다.

[0013]

디스플레이 215 아래에 배터리 220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실시예에서, 배터리는 기대 245의 지름이 배터리 사이
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축소될 수 있도록 위치될 수 있다. 배터리 220는 예컨대, 리튬-이온 기반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타입일 수 있다. 배터리 220는 디바이스의 원 형상을 채택하거나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형상(예컨대,
도시된 바와 같이 직사각 형상)을 채택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배터리 220는 디바이스 내에서 떠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열팽창을 감안하여 배터리 위, 아래 또는 주위에 공간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예컨대
촉각 액추에이터(haptic actuator) 또는 그 밖의 전자 부품과 같이 큰 높이의 콤포넌트들은, 콤포넌트들의 최적
패킹을 위하여, 배터리 가장자리 넘어 부가 공간(additional area)에 위치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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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드 225로부터의 커넥터는, 디바이스의 전체 높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부가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
[0014]

배터리 220 아래에, 프로세서 보드 225가 있을 수 있다. 프로세서 보드 225는 예컨대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유
닛, 드라이브 유닛, 감지 유닛, 캐쉬(cache), 메모리 엘리먼트, 또는 집적 회로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콤포넌트
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 보드 225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보드 콤포넌트의 온도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
하여, 하나 이상의 열 센서 또는 냉각 유닛(예컨대, 팬)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본체
105는 히트 싱크로서 동작할 수 있다.

[0015]

프로세서 보드 아래에, 하나 이상의 외곽링 235에 의해 둘러싸인 인코더 230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인코더 230는 임의의 적절한 타입일 수 있고, 외곽링 235의 일부이거나 또는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별 콤포넌트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 235은 그 외곽링 멈춤쇠의 촉각(haptic feel of
detent of the outer ring)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외곽링 235의 위치 감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인코더 230가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 본체와 분리된 기계적 인코더이면, 인코더는 외곽링 235을 지지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특정 실시예에서, 인코더 230는 기대 245에 탑재되고, 기대 245 또는 밴드 240로의 연결은 인코더의
일부분(예컨대, 인코더의 중앙부)을 관통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보드 225와 그 위의 하나 이상
의 층은 인코더 235를 관통하는 중앙 기둥에 부착될 수 있다. 디바이스의 콤포넌트에 작용하는 기계적 힘은 이
기둥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프로세서 보드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콤포넌트는 인코더가 아닌 기둥에 의해 지지
될 수 있어서, 인코더에 작용하는 스트레인(strain)이 감소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 235은 인코더의 가동
부(movable portion)에 갈래(prong)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 부착한다.

[0016]

디바이스 본체는 기대 245로 마감될 수 있다. 기대 245는 디바이스의 하나 이상의 회전형 콤포넌트(예컨대 외곽
링 235)에 대하여 고정될 수 있다. 기대 245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밴드 240에 연결된다. 연
결은 예컨대 유선 통신 콤포넌트를 프로세싱 보드 225에 링크하는 회로의 일부처럼 기계적이거나 전기적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커넥터는 인코더 및 밴드용 앵커포인트(anchor point)를 회피하도록 위치된다. 특정 실
시예에서, 밴드 240는 기대 245에 착탈될 수 있다.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밴드 240는 하나 이상
의 내부 커넥터 250, 하나 이상의 광학 감지 모듈 255,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
시예에서, 디바이스의 내부는 또는 그 내부의 일부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밀봉될 수 있다.

[0017]

본 명세서는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 100의 스택업 200 내 콤포넌트의 특정 예 및 이러한 콤포넌트의 형상, 크기,
순서, 접속 및 기능성에 대한 특정 예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디바이스 100와 같은 착용식 전자 디바
이스가 임의의 적절한 방식으로 연결 또는 통신하는 임의의 적절한 형상, 크기, 순서의 적절한 콤포넌트를 포함
할 수 있다고 고려한다. 단지 일례로서, 배터리 220는 도2에 예시된 것 보다 더 스택업의 바닥을 향해 배치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디바이스 본체는 임의의 적절한 폼팩터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폼팩터는 도3a의 예로
도시한 바와 같아 타원형 또는 디스크형, 도3b의 예로 도시한 바와 같이 일단이 테이퍼된 형, 또는 경사진 가장
자리 315를 예시하는 도3c~3d의 예로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가 경사지거나 둥그런 형일 수 있
다. 도3e는 디바이스 본체의 폼팩터 예를 추가적으로 예시한다. 예컨대, 예시적 본체 320a~e는 평탄한 보호 커
버링이나 디스플레이 또는 만곡된 보호 커버링이나 디스플레이를 갖춘 다각 형상이다. 다른 예로서, 본체
325a~d는 평탄한 보호 커버링이나 디스플레이 또는 만곡된 보호 커버링이나 디스플레이를 갖춘 부분 만곡 형상
이다. 본체 330a~c는 만곡 형상이다. 디바이스 본체의 하나 이상의 내부 콤포넌트(예컨대 하나 이상의 내부 콤
포넌트)는 그 콤포넌트가 놓이는 본체에 적합한 임의의 폼팩터를 취할 수 있다.

[0018]

도4a는 디바이스 본체의 단면의 예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 본체의 폭은 D1(예컨대, 대략
43mm)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과 OLED 디스플레이 사이에 약간의 간극 D4(예컨대, 최대 0.3mm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곽링과 유리 보호 커버링(예컨대, 대략 42.6mm인 폭 D3를 가질 수 있음) 사이에
예컨대 0.2mm와 같은 거리가 또한 있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유리 보호 커버링과 외곽링 사이의 간극은
디스플레이와 외곽링 사이의 간극보다 크다. 외곽링(톱니를 포함할 수 있음)은 예컨대 1.0mm의 폭 D2를 가질 수
있다. 도4b~4c는 디바이스의 콤포넌트들 사이 연결들의 예시적 세트를 도시한다. 도4b는 디스플레이 410 위에
있는 터치 유리 405를 도시한다. 디스플레이는 예컨대 접착성 밀폐제 425로 내부 본체(inner body) 440의 상부
에 부착된다. 디스플레이 가요성 인쇄 회로(Display flexible printed circuit) 430는 디스플레이를 디바이스
본체 내의 전자부품에 연결한다. 접착성 밀폐막(adhesive sealing membrane) 445는 밴드 450를 디바이스에 연결
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유지링 435은 외곽링 415을 내부 본체 440에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유지링은 외곽링이 그 수직축으로 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또한 외곽링과 유리 커버링 사
이에 물리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보호 유리층이 내부 본체의 상부에 놓여서 환경 밀폐(environmental sea
l)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유지링은 또한 내부 본체에 대하여 환경 밀폐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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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도4c는 디바이스 본체에 외곽링을 부착하고 외곽링과 내부 본체 사이에 환경 밀폐를 제공하는 유지링 465
의 예를 도시한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예컨대 TEFLON과 같은 소수성 물질(hydrophobe)로 코딩될 수
있는 플록타입(flock-type) 재료는 물과 먼지가 공동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외곽링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에 의해 내부 본체에 대하여 밀폐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기(따라서
수증기 또는 다른 입자)가 외곽링과 내부 본체 사이의 공동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방지된다. 간극 455에 의해,
외곽링은 내부 디바이스 본체에 대하여 이동(예컨대 회전)할 수 있다. 접착성 밀폐제 460는 디스플레이를 본체
에 부착시키고 또한 디스플레이와 내부 본체 콤포넌트 사이에 환경 밀폐를 제공한다.
[0019]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고, 원형 디스플레이 유닛(예컨대, LCD 디스플레
이 및 OLED 디스플레이)을 수용한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가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모듈 내에서 중앙에 위치하도
록 탑재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이 오프셋 디자인(offset design)을 갖는 경우, 원형 및 정확히 위치된 시
각 아웃라인(visual outline)을 생성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가리는데 하나 이상의 적절한 마스킹
(masking)이 사용될 수 있다.

[0020]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은 디바이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인 외곽링을 갖는다. 외곽링은 밴드
가 디바이스의 바닥부와 내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회전할 수 있다. 도5a는 다른 디바이스 콤포넌트에
대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를 위에서 본 일례를 나타낸다. 외곽링 510은 디바이스 508의 전면 512에 부착되거나
또는 전면 512과 별개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506는 그 디스플레이 506를 둘러싼 외곽링 510
이 회전하더라도 회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밴드 502에 부착된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 504에 디스플레이 506를
부착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콘텐츠가 디스플레이 유닛이 회전하는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래
밍함으로써 달성된다. 후자의 경우에, 디스플레이된 콘텐츠는 디스플레이 유닛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시각적 수직축이 밴드에 항상 평행을 유지하도록 회전된다.

[0021]

디스플레이 모듈은 하나 이상의 센서를 디스플레이와 동일 표면이나 부근에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모듈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광학 센서, 마이크로폰 또는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 이
상의 광학 센서는 디스플레이의 불활성 영역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5b는 디스플레이 520 아래에 있는
배터리와 동일 평면에 배치된 카메라 모듈 516, 및 디스플레이 520의 선명부(clear section) 아래에 위치한 광
학 개구(optical opening) 514를 구비한 디바이스 522를 도시한다. 카메라 모듈 516은 디스플레이 520용 그리드
라인 커넥터들(grid line connectors) 518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임의의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센서(예
컨대, 도5c에서 불활성 영역 526에 배치된 안테나 524)는 디스플레이와 동일 평면에 배치될 수 있다. 추가적으
로 또는 대안적으로, 아래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센서는 디스플레이 위 또는 아래에 배치될 수 있고, 디
바이스 외부 본체에 또는 그 내부의 임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고, 디바이스 밴드에 또는 그 내부의 임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고, 이들의 임의 적절한 조합으로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면 카메라는 디스
플레이 아래에, 디스플레이에, 또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배치될 수 있다.

[0022]

특정 실시예에서, 원형 디스플레이의 패키징은 도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불활성 영역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디
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에 전력을 공급하는 로우 드라이브 라인(row drive line)은 가장 근접한 측면 가장자
리에 라우트되고(routed), 그 후, 불활성 영역을 따라서 아래로 라우트되거나 또는 그 측면 가장자리를 따라서
드라이버 IC에 직접 연결된다. 다수의 접근법이 디스플레이를 위해 불활성 영역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에 전력을 제공하는 그리드 컨트롤 라인(grid control line)을
그 디스플레이의 일 가장자리에 리라우트함으로써 불활성 영역의 크기가 감소된다. 도5d는 디스플레이의 일 가
장자리에 라우트되고 커넥터 538에 연결된 격자 컨트롤 라인 532을 도시한다. 커넥터 538는 격자 컨트롤 라인을
디바이스 528의 프로세싱 센터에 라우트한다. 이러한 구성에서, 불활성 영역 530은 최소화될 수 있다.

[0023]

도5e는 하나 이상의 마스크 550로 중앙이 마스크된 원형 영역과 함께, 다각 타입 디스플레이 아웃라인(
polygonal-type display outline)을 생성함으로써, 디바이스 540의 디스플레이 554 내 불활성 영역을 감소시키
는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커넥터 552는 다각 디자인(polygonal design)으로 배열된다. 그라인드 라인의 로우
546와 컬럼 542은 가장 근접한 커넥터 552에 라우트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커넥터 552는 디스플레이 뒤에 있고
드라이버 칩을 갖는 가요성 회로에 연결된다. 연결 밀도가 감소되므로, 도5e의 전자부품은 가요성 인쇄회로판
(FPC board)에 쉽게 연결될 수 있고, 따라서 수율이 증가된다. 또한, 드라이버 IC를 디스플레이의 뒤로 이동시
킴으로써, 집적 회로를 안정하고 편평한 표면에 머무르게 하면서도 하나 이상의 불활성 영역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디자인은 OLED 디스플레이에 특히 적합하지만, FPC 보드가 연결되기 전에 백라이트 유닛(BLU)이 디
바이스에 적층된다면 LCD에도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예는 커넥터의 다각 배열을 예시하고 있지만, 커넥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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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적절한 배열도, 그리드 라인이 모든 픽셀에 도달할 수 있는 한, 사용될 수 있다.
[0024]

도5f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배치와 크기의 예를 나타낸다. 디바이스의 지름은 D4(예컨대, 대략
41.1mm)이다. 디바이스는 폭이 D3(예컨대, 대략 1.55mm)인 하나 이상의 불활성 영역을 포함한다. 디바이스는 지
름이 D2(예컨대, 38mm)인 가시영역을 포함한다. 디바이스는 컬럼 라인 564 및 로우 라인 566 용 커넥터 568를
포함한다. 커넥터 568는 하나 이상의 FPC 보드에 의해 디바이스에 결합될 수 있다. FPC 보드의 폭은 D1(예컨대,
대략 0.2mm)이다. 커넥터 568의 폭은 D5(예컨대, 대략 6mm)이다. 디스플레이 커넥터 FPC 556는 디스플레이의 전
자부품(예컨대, 커넥터 568로부터의 회로)을 드라이버 칩 558에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드라이버 칩 558은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거나 또는 디바이스 본체의 배면에 있을 수 있다.

[0025]

도6a~c는 디바이스의 제조에 포함되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예시적 단면도를 나타낸다. 도6a에서, 열융착 나
이프(hotbar knife)는 디스플레이의 전자부품을 디바이스의 처리 전자부품에 연결하는 가요성 인쇄 회로
(flexible printed circuit; FPC) 610을 땜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공정 동안 FPC 650을 안정화하기 위하
여 지지체 615가 사용될 수 있다. 도6b는 연결된 FPC 620를 도시한다. 이 FPC 620는 접힌 후(부분 625), 디스플
레이의 배면에 접착제 630를 사용해 부착된다. 도6c는 마감된 디스플레이의 예를 나타낸다. FPC 645는 보호 디
스플레이 유리 635의 배면에 적층되고, 유리 635의 전면으로 굽혀진 후, 마이크로본드(mircobond) 419에 의해
유리 635의 전면에 부착된다. 접착제 650가 FPC 645와 디바이스를 접속한다. 디바이스에 접착체 650로 접속된
드라이버 칩 655 위로 FPC가 지나간다.

[0026]

특정 실시예에서, 모든 프로세싱 및 RF 콤포넌트는 디바이스의 본체 내에 위치되며, 이것은 디바이스 밖으로 RF
신호를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FPC 보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결이 없는 다각형의 측면에 추
가적으로 부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도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립 라인(strip line), 스터브(stub), 세라
믹 또는 다른 안테나(또는 그 밖의 적절한 센서)가 디스플레이와 동일 평면에 탑재될 수 있다. 도5c의 안테나가
디스플레이와 동일 평면에 있으므로, 디스플레이에서 와이어링의 밀집 메쉬(dense mesh; 예컨대, 도5e에 도시된
바와 같음)에 기인한 간섭이 감소된다.

[0027]

특정 실시예에서, 금속 차폐(metal shield)를 사용해, 디스플레이를 메인 프로세서 보드와의 전자기 간섭으로부
터 차폐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이 금속 차폐는 배터리용 히트 싱크로서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배터리
의 충전 또는 방전 레이트를 개선할 수 있다.

[0028]

특정 실시예에서,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본체 주위에 하나 이상의 외부 엘리먼트(outer element; 임
의 형상일 수 있음)를 포함할 수 있다. 도7a는 디스플레이 705 주위의 예시적 외곽링 710에 의해 외부 엘리먼트
를 도시하고 있다. 외곽링은 임의의 적절한 재료(예컨대,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로 구성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 710은 일 방향으로, 양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거나, 또는 예컨대 스위치에 기초한 양
구성(configuration)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제1 외곽링 710은 일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고, 제
2 외곽링 710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외곽링 710은 유지링 715에 의해 디바이스의 기대 720에 연결될
수 있다. 도7b는 델린링(Delrin ring) 715a 또는 스프린트스틸 유지링(sprint steel retention ring) 715b에
의해 기대 720에 부착된 외곽링 710을 도시한다. 스프링 또는 클립 725은 링을 기대 720에 부착한다. 도7c-d는
나사못 725를 통해 기대 720에 부착된 유지링 715을 도시하며, 이 나사못은 기대 720의 대응하는 지주에 고정된
다(screwed). 디바이스는 도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스너/스페이서(fastener/spacer) 730를 포함할 수 있다.

[0029]

특정 실시예에서, 외부 엘리먼트의 멈춤쇠(detent) 또는 인코더(양자는 적절한 경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는 사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예컨대, 촉각 클릭)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촉각 피드백은 예컨대, 사용자에게
엘리먼트가 일 "스텝(step)" 또는 "증분(increment)" 이동한 때를 판단하게 하는 멈춤쇠가 제공한다. 이 클릭은
기계적 링키지(mechanical linkage; 예컨대 스프링 메커니즘)를 통해 직접 생성되거나 또는 촉각 액추에이터(예
컨대, 모터 또는 피에조(piezo) 액추에이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터는 예건대 단
락(being shorted)되어 저항(resistance)을 제공하고 비단락되어 더 작은 저항을 제공하는 바와 같이, 저항을
링의 움직임에 대하여 제공하여, 기계적 멈춤쇠 시스템이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토크와 낮은 토크를 시뮬레
이션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자기 시스템이 멈춤쇠의 촉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솔
레노이드(solenoid) 메커니즘은 멈춤쇠 스프링 또는 탈진기(escapement)를 필요에 따라 해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스프링 또는 탈진기는 실제 기계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배치를 통해 디바이스는, 크기가
변경된 것과 같은 멈춤쇠의 감각을 만들기 위하여 정확한 간격으로 멈춤쇠를 다시 맞물리게 하면서, 필요에 따
라 다수의 멈춤쇠를 생략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회전형 외부 엘리먼트(예컨대, 외곽링)는 예컨대, 링을
"멈춤" 위치에 끌어당기는데 사용되는 전자석에 의해 자화되어, 토크를 증가시키고 멈춤쇠 피드백을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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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회전형 외부 엘리먼트는 디바이스 본체 내의 상응하는 자기 폴들(magnetic
poles)을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교호 북-남 폴들(alternating north-south poles)을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예
로서, 상자석(permanent magnet)은 전자석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 링을 고정하는데 사용되어, 프리휠링
(freewheeling)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전자석 대신에, 쉽게 자화되는 강자성 합금이 솔레노이드
내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솔레노이드의 전자장(electromagnetic field)은 코어의 자기 오리엔테이션
(magnetic orientation)을 "재프로그램(reprogram)"하여, 솔레노이드 자체가 해방된(disengaged) 경우에도 자
기 구동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멈춤쇠, 멈춤쇠형 시스템 및 인코더의 특정 예를 제공하지만, 본
명세서는 임의의 적절한 멈춤쇠, 멈춤쇠형 시스템 및 인코더를 고려하고 있다.
[0030]

도8a는 외곽링 805을 도시하며, 이 외곽링 805의 내면에는 스프링-기반 멈춤쇠 시스템용 노치(notch)들이 식각
(etch)되어 있다. 스프링 820은 스프링 기둥 810에 부착된다. 유지링 815은 델린(Derlin), 스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 질 수 있고, 분할되거나(segmented), 고형/연속체(sold/continuous)일 수 있다. 도8b는
작은 노치들 830을 구비한 예시적 외곽링을 도시하며, 이 노치들은 도시된 멈춤쇠로부터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
기 위하여 스프링-내장 엘리먼트(spring-loaded element)와 맞물린다. 전자 피드백 시스템의 경우, 피드백은 링
의 움직임에 고속 동기하여 생성되고, 링의 연이은 움직임들이 서로 구분되도록 충분한 공격 및 감쇄 레이트
(attack and decay rate)를 가져야 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은 어떠한 클릭킹(clicking)이나 스텝핑
(stepping)없이 자유롭게(연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링은 예컨대, 외곽링이 있어야 할 회
전

모드를

가리키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에

기초하여

연속적으로

회전하거나

또는

단계/증분식(in

steps/increments)으로 회전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링은 일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회전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증분식으로 회전할 수 있다. 사용된 회전 모드에 기초하여 다른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속 모드 회전은 볼륨이나 줌잉(zooming)과 같은 연속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고, 증분 모드 회전은 메
뉴 아이템이나 리스트의 연락처와 같은 이산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들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특
정 실시예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때 링은 사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 촉각 피드백은 예컨대, 링이
점성 매체(viscous media; 예컨대, 링이 더 빨리 회전할수록 매체는 회전에 대해 더 많이 저항함)에 회전하는
듯이 보이도록 인가된 힘과 같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은 예컨대, 제스처의 일부로서 또는 회전 모드를 변
경하기 위하여, 그 외곽링의 회전축 방향으로 들어 올려지거나 눌릴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은 터치
감지부를 가질 수 있다.
[0031]

특정 실시예에서, 인코더 또는 멈춤쇠는 디바이스 본체에 대한 외곽링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
정 실시예에서, 도2의 인코더 230로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 본체에 부착된 인코더가 활용된다. 특정 실시
예에서, 인코더는 도8b의 인쇄 광학 엘리먼트 825로 도시된 바와 같이, 외곽링 자체의 내면 일부이다. 이들 실
시예에서, 외곽링은 인코더의 회전부로서 직접 동작한다. 광학 인코더 패턴은 내면에 인쇄되고, 프로세싱 보드
의 광학 모듈에 의해 독출된다. 외곽링 안쪽의 인코더는 검출기를 위하여 충분한 광학 컨트라스트를 가져야 하
고, 예컨대 인쇄 또는 레이저-식각에 의해 외곽링에 식각될 수 있다. 내부링과 외곽링은 테프론 또는 델린과 같
은 재료로 만들어진 저-마찰 링(예컨대, 도8c의 링 840)에 의해 환경적으로 밀폐될 수 있고, 이 저-마찰 링은
오염물질이 디바이스의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끼워맞춤(tight fit)을 유지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내부링의 테두리는 외곽링의 유사한 테두리와 맞물려서, 두 개의 링은 여전히 자유롭게 회전하지만 하나로 결합
될 수 있다. 내부링의 바닥 테두리는 아래로부터의 환경적 유해물을 편향시켜서 추가적 밀폐를 제공한다.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실시예에서, 밀폐링 915는 기대의 홈 905에 끼워 맞춰질 수 있다. 이 기대는 그립 영역
910을 포함할 수 있다.

[0032]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을 디바이스 본체에 연결하는 유지링은 그 외곽링에 대한 압력을 검출하기 위하여 스트
레인 게이지(strain gauges)를 구비할 수 있다. 일례로서, 도10은 네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이들은 내부 본체에
도 연결됨)에 연결된 유지링을 도시하며, 이들 게이지는 유지링 주위에 대칭으로 배치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
는 바와 같이, 네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는 스트레인을 검출하는 전자 콤포넌트일 수 있다. 대칭 배치의 결과로,
외곽링의 정상 움직임 또는 외곽링과의 접촉은 그 외곽링에 가장 비대칭적 스트레인을 야기하는데, 외곽링은 단
지 그 링의 평면에서 디바이스에 대해 이동하고 따라서, 도10의 상부 링에 의하여 도시한 바와 같이, 일단은 압
축되고 타단은 신장되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외곽링의 큰 부분을 쥐면, 대칭적 스트레인이 스트레인 게이지
의 대향하는 쌍에 생성될 것이다(예컨대, 압력을 받은 링의 신장 때문임). 두 쌍의 스트레인 게이지간의 상대적
차이는 외곽링을 의도적으로 쥐는 것을, 외곽링의 정상적 움직임이나 외곽링과의 접촉으로부터 구분한다. 본 명
세서는 유지링 내 스트레인 게이지의 개수와 배치에 관하여 특정 예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콤포넌트
에 대한 압력을 검출하기 위하여, 임의의 적절한 개수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디바이스의 임의 적절한 콤포넌트
내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례로서, 스트레인 게이지는 디바이스의 밴드 또는 외곽링에 배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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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033]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스트레인 또는 압력 검출 시스템을 구비한 콤포넌트에 스트레인이
생기면, 그 검출된 스트레인은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functionality)으로 귀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외곽링을 쥐어서 스트레인이 그 외곽링에 생기면, 사용자에게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다. 피드백은 예를 들어,
촉각 피드백(예컨대, 진동, 흔들림, 또는 가열/냉각), 청각 피드백(예컨대, 비프, 특정 사용자-정의 톤의 재
생), 시각 피드백(예컨대,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의함)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피드백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
은 임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링을 쥐는 것과 연관된 기능성은 보다 상세히 설명되며, 본 명세서는 임의의
적절한 콤포넌트에 생기고 검출되는 스트레인 또는 압력으로부터 얻어지는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을 고려한다.

[0034]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를 사용자에게 고정하는 밴드에 부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밴드"로 언
급한 것은 도14a에 예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다리, 허리, 손목 또는 팔에 감길 수 있는 전통적인 밴드 1405;
도14b에 예시된 바와 같이, 옷의 일부에 고정되는 클립 1415; 도14c에 예시된 바와 같이, 목걸이 또는 팔찌
1420 구성; 도14d에 예시된 바와 같이, 예컨대 사용자의 주머니에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열쇠고리
1425 또는 그 밖의 액세서리 구성;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구성과 같이, 디바이스를 사용자에게 고정하는 임의의
적절한 장치를 포괄한다. 이들 실시예 각각은 디바이스, 밴드 또는 본체에 위치된 카메라 1410를 포함할 수 있
다. 도11은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다양한 예를 도시한다. 예컨대, 디바이스는 1105로 예시된 바와 같이 목 주위
에; 115로 예시된 바와 같이 벨트에; 신체기관에(예컨대, 1120으로 예시된 팔); 1125로 예시된 허리에, 또는
1130으로 예시된 주머니에 착용되거나 옷에 고정(예컨대, 1110으로 예시된 바와 같이 가슴)될 수 있다. 본 명세
서는 디바이스를 사용자에게 고정하는 특정 밴드 예와 방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디바이스를 사용자
에게 고정하는 임의의 적절한 밴드 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0035]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 및 상응하는 전자부품은 적절한 경우 밴드에 부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14a~14c의
밴드는 광학 센서를 수용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모든 예시된 특정 실시예는 터치-센서티브 영역을 포함하는데
적합하다. 본 명세서는 예컨대, 통신 콤포넌트(예를 들어, 안테나), 환경 센서 또는 관성 센서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센서 또는 전자부품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밴드는 디바이스에 착탈가능하고, 디바이스에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 디바이스와 원격 통신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밴드의 전기 콤포넌트와 연관된
배선은 예컨대, 디바이스의 체적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내부 디바이스 콤포넌트와의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밴드 내에 또한 수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레벨의 내부 EMI를 야기할 수 있는 디바이스(예컨
대, 카메라 또는 통신 시스템), 추가 체적을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예컨대, 배터리 또는 스피커), 주 본체의 환
경적 밀폐를 필요로 할 수 있는 디바이스(예컨대, 전력/데이터 커넥터), 또는 사용자의 피부와 추가적 접촉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디바이스(예컨대, 생체 측정 센서)는 전자 부품의 적어도 일부를 그 디바이스의 밴드 내에
수용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배선이 밴드에 수용되면, 디스플레이 모듈은, 밴드에 대
한 전자 접속 또는 밴드를 통한 전자 접속이 외곽링이 회전할 때 꼬이지 않게, 밴드에 부착될 수 있다. 사용자
가 자신의 의지대로 디스플레이 모듈 또는 디바이스 본체를 제거하거나 부착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 모듈은 사
용자가 제거할 수 있는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디바이스에 대한 밴드의 부착예로서, 도12a에 예시된 밴드
1215를 하나 이상의 기둥 1205 위에 배치한 다음 파스너(예컨대, 나사못) 1210을 사용해 이들 기둥에 고정함으
로써 이 밴드 1215를 본체에 부착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파스너와 기둥에 더하여, 유지판(retention
plate) 1215을 사용하여, 도12b에 예시된 바와 같이 밴드를 디바이스 1225에 고정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밴드
와 디바이스 사이에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USB 인터페이스는 예컨대, 디바이스와 밴
드 사이에서 또는 디바이스의 콤포넌트와 밴드의 콤포넌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 밴드와 디바이스
본체 사이에 제공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에 의해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손쉽게 디바이스의 밴
드를 탈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0036]

본 명세서는 도14a에 예시된 것과 같은 밴드를, 예컨대 사용자가 착용하면, 그 밴드 자체로 연결하는 임의의 적
절한 구조를 예상한다. 예를 들어, 도13a는 카메라 모듈 1310을 구비한 밴드 1305를 디바이스 1300의 착용자에
게 채우는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파스너는 하나 이상의 스냅(snap) 1315, 구멍 1320과 1335 및 상응하는 콤포
넌트, 걸쇠(clasp) 1340, 또는 누름 버튼 1330이 있는 클립 1325를 포함할 수 있다. 도13b는 클립 1311 및
1303을 사용해 착용자에게 밴드 1301을 고정하는 예시적 메커니즘을 도시한다. 콤포넌트 1309는 콤포넌트 1307
의 타면에 있는 공동에 삽입되어 밴드 1301를 채운다. 도13b는 클립 1303과 1311에 대한 예시적 내부 메커니즘
을 도시한다. 클립 1313(클립 1311에 상응)의 콤포넌트 1317은 하나 이상의 자석부(magnetic portion)를 포함하
고, 이 자석부는 공동 1323의 자석 쪽으로 끌어당겨진다. 예를 들어, 콤포넌트 1317는 그 외측 가장자리에 자석
부를 포함할 수 있고, 콤포넌트 1317의 자석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반대 극성의 자석이 스프링 1319의 전면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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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될 수 있다. 그러면, 콤포넌트 1317는 공동 1323을 메우고(fill), 자석 결합에 의해 클립 1313을 클립 1303에
채울 수 있다. 삽입되면, 콤포넌트 1321는 공동 1323 밖으로 콤포넌트 1317에 힘을 가하는 스프링 1319과 맞물
리도록 사용될 수 있다. 클립 1313은 클립 1303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콤포넌트 1317 상의 자석과 공동 1323
내의 자석에 더하여, 자석이 또한 클립 1313 내에 배치되어, 예컨대, 스프링 1319과 맞물릴 때 클립 1313를 제
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클립 1303에 채결되지 않았을 때 콤포넌트 1317가 클립 1313 내외부로 슬라이드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자석은 콤포넌트 1317와 동일 평면에서 콤포넌트 1317로부
터 등거리인 클립 1313의 중앙에 배치되어, 각 콤포넌트의 자석(따라서 콤포넌트 자신들)을 클립 1313의 중앙을
향해 끌어당길 수 있다.
[0037]

도13c는 파스너 1333 및 1331를 사용해 밴드 1327를 고정하는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예컨대, 공동 1329 및 콤
포넌트 1337 및 1341를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다. 도13c는 파스너 1331 및 1333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다. 파스
너 1339(파스너 1333에 상응함)는 콤포넌트 1337를 포함한다. 파스너 1343(파스너 1331에 상응)가 파스너 1339
에 삽입되면, 콤포넌트 1341는 콤포넌트 1337에 부착하고, 파스너 1339의 테두리 너머로 신장하여 고정될 수 있
다. 파스너 1339가 위쪽으로 당겨지면, 그 테두리는 콤포넌트 1337에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점진적으로 가
하여, 콤포넌트 1341를 파스너 1339의 테두리를 넘겨 이동시켜서 파스너 1339가 파스너 1343으로부터 제거되도
록 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파스너 1333와 파스너 1331를 함께 채결하기 위하여 자석이 그 파스너들 내에 또는
위에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석이 각 콤포넌트 1341 및 1337의 가장자리에 배치될 수 있다. 파스너 1343
가 파스너 1337 내로 이동되면(또는 그 반대로 이동) 자석은 콤포넌트 1341를 콤포넌트 1337에 끌어당겨 고정한
다. 추가로, 자석은 파스너 1343에 배치되어, 예컨대 콤포넌트 1341를 콤포넌트 1337에서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
거나 또는 파스너 1343가 파스너 1339에 고정되지 않았을 때 콤포넌트가 1341가 파스너 1343의 내외부로 슬라이
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자석은 콤포넌트 1341와 동일 평면에서 콤포넌트 1341로
부터 등거리인 파스너 1343의 중앙에 배치되어, 각 콤포넌트의 일단에 있는 자석(따라서 콤포넌트 자신들)을 파
스너 1343의 중앙을 향해 끌어당길 수 있다.

[0038]

도13d는 파스너 1349 및 1353을 사용해 밴드 1351를 고정하는 대안적 배치를 도시한다. 고정되었을 때, 콤포넌
트 1359(둥근 모양일 수 있음)를 공동 1363에서 분리하고, 파스너 1361(파스너 1349에 상응)가 파스너 1357로부
터 제거되도록 하기위해(또는 그 역도 가능), 파스너 1357(파스너 1353에 상응)를 비틀(twist)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파스너 1357 및 1361을 서로 부착하거나 및/또는 파스너 1357 및 1361를 서로 떨어뜨리기 위해 하
나 이상의 자석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석은 공동 1363에 배치되고 또한 콤포넌트 1359의
외측(볼록함)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콤포넌트 1359를 공동 1363으로 끌어당기고 또한 파스너 1361을 파스너
1357에 고정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자석은 콤포넌트 1359의 내측(오목함) 가장자리(즉, 콤포넌트 1359의 오
목한 면)에 배치되어 콤포넌트 1359를 파스너 1361에 끌어당겨서, 예컨대 콤포넌트 1359를 공동 1363에서 제거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파스너 1361가 파스너 1357에 고정되지 않았을 때 콤포넌트가 1359가 파스너 1361의
내외부로 슬라이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응하는 자석은 콤포넌트 1359가 공동 1363 내로 신장하지 않았
을 때 그 콤포넌트 1359와 접촉하는 파스너 1361의 내면에 배치될 수 있다. 즉, 이 자석은 콤포넌트 1359의 내
면에 있는 자석을 끌어당겨( 및, 특정 실시예에서, 그 내면에 있는 자석과 궁극적으로는 직접 접촉함), 콤포넌
트 1359를 파스너 1361에 고정한다.

[0039]

도13e~13g는 카메라 모듈 1373을 구비한 밴드 1369를 예컨대, 디바이스 1367의 사용자가 착용할 때, 그 밴드를
밴드 자체에 고정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13e에서, 밴드 1369의 일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자석 1371은 밴드
1369의 타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자석 1379에 끌어당겨질 수 있다. 자석은 도13h에 자석 스트립(strip) 1307로
예시된 바와 같이, 밴드를 부분적으로 크로스(cross)하는 자석 재료의 스트립일 수 있고, 도13i에 자석 스트립
1321 및 1327로 예시된 바와 같이, 밴드를 완전히 크로스하는 자석 재료의 스트립일 수 있고, 도13f에 예시된
바와 같이, 자석 재료의 영역일 수 있다. 자석 1371 및 1379에 더하여, 밴드 1369는 구멍 1391 및 하나 이상의
기둥 1377을 포함하여, 밴드 1369를 디바이스 1367의 착용자에게 고정할 수 있다. 도13g는 구멍 1383(1398)을
사용해 디바이스 1367의 착용자에게 밴드 1381를 부착하기 위하여 파스너(예컨대, 커버링 1395를 구비한 너트)
1371에 고정되는 파스너(예컨대, 나사못 1396) 1387를 도시한다.

[0040]

특정 실시예에서, 전기 콤포넌트를 담고 있는 밴드는 도2의 커넥터 250로 예시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물리적
접촉 커넥터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 커넥터는 예컨대, 충전, 시스템 업데이트, 디버깅, 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디바이스와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커넥터는 각양각색의 포고(pogo)이거나 도금된 표면일 수 있
고, 이 표면에 대해 충전 케이블은 접촉하여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이러한 커넥터는 환경이나 인간 몸체로부터
의 습기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귀금속으로 도금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물리적 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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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전원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데이터는 블루투스, 근접장 통신(NFC) 기술, 또는 WI-FI와 같은 근거리 통
신 양식을 사용하여 전송될 수 있다.
[0041]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에너지 저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요성 배터리(예컨대, 리튬-기반 배터리)를 수
용하는데 밴드가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용량은 총 체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밴드 내부의 배터리는 디
바이스 본체의 총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체적이 제한된 착용식 디바이스용 저장 용량을 증가시킨다.

[0042]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센서를 그 디바이스 상이나 그 내부
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광학 센서 또는 깊이 센서(depth sensor)
를 포함할 수 있다. 광학 센서는 예컨대, 디바이스의 표면, 사용자 몸으로부터 밖을 향하는 밴드, 디바이스 표
면의 반대쪽을 향하는 밴드, 사용자 몸쪽을 향하는 밴드, 또는 이들의 임의 적절한 조합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도15는 밴드를 구비한 디바이스 1500를 도시하며, 이 밴드는 바깥쪽을 향하는 광학 센
서 1505를 갖는다. 광학 센서를 밴드에 배치함으로써, 케이스 내부의 고주파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고, 따라서
디바이스 본체 내에서 보다 가벼운 차폐(lighter shielding)가 가능해지고, 그로인해 무게와 부피를 절약할 수
있다. 도14a-d는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의 서로 다른 실시예에 대한 예시적 카메라 배치를 도시한다. 특정 실시
예에서, 카메라 입력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전자부품은, 도1의 하우징 125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를
수용하는 "화산" 형상 내에 위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밴드 내에 위치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다른 센
서는 예컨대 디바이스의 밴드에 있는 광학 센서와 동일한 하우징 내에서 광학 센서 부근에 배치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깊이 센서는 광학 카메라와 함께 사용되어, 디바이스 환경의 검출이나 디스플레이를 향상시키거나, 사
용자가 제스처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거나 상호작용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판단할 수 있다.

[0043]

특정 실시예에서, 밴드 상 광학 센서의 배치는 미리 결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
에서, 밴드 상 광학 센서의 배치는 사용자가 센서를 편리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최적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15에 예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허리 둘레에 디바이스를 착용하면, 광학 센서 1505는, 사용자 손바닥이 지
면과 대략 평행일 때 그 광학 센서가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바깥쪽을 조준하도록, 바깥쪽을 향하는 방식으로 배
치될 수 있다.

[0044]

특정 실시예에서, 광학 센서는 그 센서가 사용자 몸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동안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도16의 시야 삼각형으로 예시한 바와 같이, 센서
가 캡쳐하고 있는 실제 경치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가 차단되지 않으면서, 광학 센서가 캡쳐하여 디바이스가 디
스플레이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디바이스 1600의 디스플레이 1620는 연관된 시야 원추(associated viewing
cone)을 가질 수 있다. 시유 원추는 예컨대, 디스플레이를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체적(volume)이다. 사용자
1615는 (1) 실제 트로피 1610을 보고, 및 (2) 센서 1605로 실제 트로피를 조준함으로써 디스플레이 1620의 시야
원추 내로부터 디바이스 1600의 디스플레이 1620 상에서 트로피의 이미지를 본다. 센서 1605는 체적에 상응하는
연관된 시야각을 가지고, 그 센서 1605는 그 체적 내에서 이미지를 합리적으로 캡쳐할 수 있다. 도16의 예에서,
사용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디바이스 1600의 디스플레이 1620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센서 1605를 바깥쪽으로
편리하게 조준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조준이 트로피 1610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를 디바이스 1600가 차단하지
않으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센서 1605가 배치된다.

[0045]

도17은 광학 센서의 예시적 시야각을 도시한다. 오브젝트 1725가 광학 센서 1705의 시야각 내에 있으면, 사용자
는 오브젝트 1725 및 디바이스 1700에 디스플레이되는 그 오브젝트 1725의 이미지 1710 또는 1715 모두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손 1720이 시야각의 내에 있으면, 사용자는 오브젝트 1725, 손 1720 및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1700 상의 오브젝트 1725와 손 1720의 이미지 1710를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손 1720이 센서 1705
의 시야각 내에 있지 않으면, 디스플레이 1700에 있는 이미지 1715에 의해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착
용했을 때 디바이스의 센서는, 동일 또는 다른 센서가 캡쳐할 제스처(예컨대, 핀칭(pinching), 탭핑(tapping),
앞으로 끌기(pulling toward) 또는 밀어내기(pushing away)와 같이 디바이스의 시야각 내에서 오브젝트를 선택
하는 제스처)를 사용자가 하는 동안, 그 센서의 시야각 내에서 사용자의 손/팔/손가락을 캡쳐할 수 있다. 센서
와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 의해 착용되었을 때, 디바이스가 오브젝트에 대한 사용자의 시야각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자의 시선이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의 시야 원추 내에 있지만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될 오브젝트는 디바이
스의 시야각 내에 있도록 오리엔트(oriented)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센서에 의해 캡쳐되거나
또는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와, 예컨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디스플레이 부분 또는 그 부근을 탭
핑하거나, 센서의 시야각 내에서 제스처를 하거나, 또는 다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예컨대,

오브젝트의

사진을

캡쳐함으로써

또는

오브젝트가

페어링/통신

능력

(pairing/communication capability)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오브젝트와 페어링하거나 또는 통신함으로써, 오브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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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식별(identify)하고 그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를 결정하며 및 그 정보의 적어도 일부분을 디스플레이에 디
스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오브젝트와 관련된 일부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0046]

특정 실시예에서, 광학 또는 깊이 센서 모듈(이들은 적절한 경우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은 도1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인쇄회로기판(PCB)에 직접 탑재된 경우에, 광학 센서가 사용하는 버스를 단지 확장함으로써 디바
이스와 통신할 수 있다. 도18a에서, 광학 센서 1825는 가용성 인쇄회로 또는 배선 1820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
컨트롤(integrated control) 1810에 전송하며, 이 통합 컨트롤은 도18a의 예에서 디바이스 1805의 내부 또는 표
면에 위치하고, 디바이스 1805는 주 인쇄회로기판을 수용한다. 도18b는 광학 센서 모듈 1860의 내부 또는 표면
에 있는 광학 센서 집적 회로 1850을 도시하며, 이 모듈 1860은 광학 센서 1855를 또한 수용한다. 디바이스
1830의 주 인쇄회로기판과 카메라 모듈 1860의 전자부품 사이의 통신은 가요성 인쇄 회로 1845를 통해 이루어진
다. 도18b의 배치를 통해, 집적 회로는 데이터를 압축하고 또한 다른 처리를 한 후, 보다 적은 신호선을 요구하
거나 또는 보다 적은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 이것은 유익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착용할 때 밴드는 반드시 유연해야 하고 따라서 보다 작은 수의 라인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접근법은 라인의 수를 하나 또는 두 개의 신호선과 두 개의 전원선으로 축소할 수 있고, 이것은 패키징, 몰
딩 및 신뢰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특정 실시예에서, 상술한 하나 이상의 전자부품은 긴 고주파 케이블로부터 전
자기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차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병렬 버스의 사용이 일반적인데, 이 사용은
보다 큰 케이블 또는 FPC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0047]

일 실시예에 있어서, 카메라 제어 집적 회로는 도18a-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학 모듈에 있는 작은 회로 보드
상에 직접 탑재될 수 있다.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임의의 적절한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센서 또는 이들의 상응하는 전자 콤포넌트는 디바이스의 밴드 표면에, 디바이스의 본체 내부 또는
표면에, 또는 양자 모두에 위치될 수 있다. 센서들은 예컨대, 직접 전기 연결, NFC, 또는 블루투스와 같은 임의
의 적절한 유선 또는 무선 연결을 통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고 또한 프로세싱 및 메모리 콤포넌트와 통신할 수
있다. 센서는 디바이스의 컨텍스트(context; 예컨대, 환경) 또는 상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디바
이스, 또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검출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임의의 적절한 센서의
구성(configuration)을 임의 적절한 위치에 포함하는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본 명세서
는 상세한 설명에 기술된 임의의 적절한 입력을 수신하거나, 상세한 설명에 기술된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하거나, 이 제공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제공과 연관된 임의의 센서를 고려한다. 예를 들
어, 접촉-감지 센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들 사이의 천이(transition)에 관련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착용식 디바이스와 연관된 기능성, 센서의 활성화/
비활성화, 센서의 감도, 또는 센서 프로세싱의 우선순위는, 적절한 경우, 사용자-맞춤형(user-customizable)일
수 있음을 추가로 고려한다.

[0048]

도19는 예시적 센서 검출 시스템을 도시하고, 또한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를 위한 예시적 센서를 도시한다. 센서
는 데이터를 센서-특정 데이터 포맷(sensor-specific data format)으로 디바이스의 센서 허브 서브시스템
(sensor hub subsystem)에 송신하다. 예를 들어, 예시적 센서 모듈 1924에 도시된 센서 19a는 다음 중 하나 이
상을 포함할 수 있다: 얼굴-검출 카메라 1902, 외향(outward-facing) 카메라 1904, 얼굴 근접 센서 1906, 얼굴
터치 센서 1908, 밴드 터치 센서 1910, 음향 피부 터치 센서(acoustic skin touch sensors) 1912, 관성 측정
시스템(IMU) 1914, 중력 벡터 센서 1916, 터치 센서 1918, 1920, 및 그 밖의 적절한 센서 1922.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는 예시적 센서 허브 모듈 1944에 도시된 센서 허브 19b에 송신된다.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단계 1928
과 단계1930에서 조정되고(conditioned) 노이즈가 제거되며, 단계 1942에서 잠김-상태 검출기(locked-state
detector)에 전송된다. 잠김-상태 검출기는 디바이스가 비활성인 때를 검출하고, 디바이스를 재활성화하는 제스
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입력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감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전
력을 보존한다. 예를 들어, 수치 제스처 검출기(numeric gesture detector)는 센서 출력을 수신하고, 그 출력을
하나 이상의 수치 임계와 비교하여 결과를 결정한다. 휴리스틱 제스처 검출기(heuristic gesture detector)는
센서 출력을 수신하고, 예컨대, 하나 이상의 임계에 적용되는 앤딩 규칙(ANDing rules)과 같은 하나 이상의 판
단 트리(decision tree)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패턴 기반 제스처 검출기 1938는 예컨대, 제스처가 행해졌을 때
센서 출력의 실험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 패턴과 같은 제스처 패턴 1940의 미리 결정된 라이브러리에 대하여 센
서 입력을 평가한다. 하나 이상의 제스처 우선순위 디코더 1948는 검출된 제스처 중 어느 것(만약 존재한다면)
이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레벨 프로세스에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스처

검출기,

잠김-상태

검출기,

또는

양자로부터의

출력을

평가한다.

더

폭넓게는,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가 활성화되면, 애플리케이션-요청(application-requested) 또는 시스템-요청(systemrequested) 센서 검출기가 차례로 활성화되고, 그들의 데이터를 센서 우선순위 디코더에 제공한다. 특정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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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선순위 디코더는 복수의 센서 입력 중 어느 것(만약 존재한다면)을 처리할지 판단하며, 본 명세서는 다
중 센서로부터의 연합 입력(combined input)이 기능성과 연관되는 것을 고려하는데, 이 기능성은 개별적인 센서
입력 각각과 연관된 기능성과 다르다. 디코더는 충분히 확실하게 센서가 검출된 때를 결정하고, 센서 데이터를
센서 허브 드라이버에 제공한다. 센서 허브 드라이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말단 애플
리케이션(the end application)과 시스템 컨트롤러에 제공하고, 이들은 차례로 필요한 출력 및 내비게이션
(navigation)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도19는 예시적 센서 허브 드라이버 1950, 애플리케이션 APIs 1952, 예를
들어, 적절한 시스템 기능성(예컨대,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스템-레벨 내비게이션 196
2)을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1954,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레벨 제스처 우선
순위 검출기 1956를 도시한다. 도19의 센서 허브 19b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19c(예시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
서 모듈 1964에 도시됨)는 개별 개체로서 도시되지만, 적어도 일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콤포넌트에 의해( 및 수
행되는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 허브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콤포넌트 및 기
능을 한정하는 경계는 다소 포괄적일 수 있다. 도19에 도시된 경계는 단지 하나의 실시예이다. 센서 그 자체에
대하여, 센서 허브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기능 및 이들의 콤포넌트는 디바이스 본체, 밴
드 또는 양자 모두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센서 허브 또는 애플리케이
션 프로세서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콤포넌트를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다.
[0049]

센서는

센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생성하고,

이

센서

데이터는

예컨대,

검출기

또는

데이터

조정기

(conditioner)에 의해 단순히 필터링되거나 또는 재포맷(reformatted)될 수 있다. 데이터 포맷터는 로우 데이터
(Raw data)를, 애플리케이션 API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균일 포맷(uniform format)으로 포맷할 수 있다. 인식기
(recognizer)는 수치 모델(예컨대, 판단 트리), 휴리스틱 모델, 패턴 인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및 예컨대 제스처 입력과 같은 센서 데이터를 검출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인식기는 API에 의해
사용가능 또는 사용불능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관된 센서는, 인식기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거나 센서 데이터를 인식할 수 없으면, 또한 사용불능으로 될 수 있다.
[0050]

디바이스는 센서 출력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동일 검출기는 많은 서로 다
른 센서 출력을 검출할 수 있다. API가 생성한 요청에 따라서, 센서 우선순위 디코더는 제공된 판단기준에 기초
하여 센서 출력을 차단하거나 통과시킬 수 있다. 판단기준은 API 디자인의 함수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인식기는 센서 출력을 검출하기 위해 하나 이상 센서의 출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0051]

특정 실시예에서, 다중 센서는 유사한 정보를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normal) 감지
카메라 및 깊이 감지 카메라 양자는 손가락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또는 자이로스코프 및 자기계
(magnetometer) 양자는 오리엔테이션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센서 정보에 의존하거나
센서 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성은, 비용, 에너지 사용 또는 사용빈도와 같은 구현 및 런타임 고려사항
(implementation and runtime consideration)에 기초하여, 센서를 대체하거나 센서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0052]

센서는 임의 적절한 타입일 수 있고, 본 명세서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 본체 내부에 또는 표면에, 밴
드 내부에 또는 표면에, 또는 이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위치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는 예컨대, 적외
센서, 광학 센서, 음향 센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깊이 센서 또는 근접 센서와 같은, 하나 이상의 깊이 또는
근접 센서(본 명세서에서, 적절한 경우, 이들 용어는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깊이 센서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위에 또는 부근에 배치되어, 예컨대, 사용자의 손, 손가락 또는 얼굴이 디
스플레이 부근에 오는 때는 검출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깊이 센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그 깊이 센서의 시야각 내에 있는 사용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임의 오브젝트를 검출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또
는 부가적으로, 깊이 센서는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의 밴드 위에 위치될 수 있다. 특정 실
시예에서, 센서는 하나 이상의 터치-센서티브 영역을 디바이스 본체 위에, 밴드 위에 또는 양자 모두의 위에 포
함할 수 있다. 터치-센서티브 영역은 예컨대, 저항성, 표면 탄성파(surface acoustic wave), 용량성(상호 용량
성 또는 자기 용량성을 포함), 적외, 광학, 분산성 또는 임의 그 밖의 기술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터치-센서티
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터치-센서티브 영역은 스와이프(swipes), 탭(taps), 하나 이상의 특정 포인트 또는
하나 이상의 특정 영역과의 접촉, 또는 멀티-터치 접촉(예컨대, 디스플레이 상에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핀칭
(pinching)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회전하는 것)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접촉을
검출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터치-센서티브 영역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링 또는 밴드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센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특정 실시예에서, 터치-센서티브 영역은 예컨
대, 컨텍스트, 전력 고려사항, 또는 사용자 설정에 기초하여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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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센서티브 부분은 링이 "잠기면(locked)"(즉, 회전하지 않음) 활성화되고 링이 자유롭게 회전하면 비활성화
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는 예컨대, 적절한 카메라 또는 광학 깊이 센서와 같은 하나 이상의 광학 센
서를 포함할 수 있다.
[0053]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는 예컨대,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자기계, GPS 칩, 또는 콤파스와 같은 하나 이상의
관성 센서 또는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관성 또는 오리엔테이션 센서로부터의
출력은 디바이스를 활성화 또는 잠금해제(unlock)하거나, 하나 이상의 제스처를 검출하거나, 디바이스의 디스플
레이 스크린 또는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의 콘텐츠와 상호작용하거나, 특정 데이터에 접근
하거나 또는 디바이스나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디바이스 본체와 밴드 사이의 통신 또
는 디바이스와 페어링된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을 개시하거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능성을 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는 예컨대, 디바이스의 컨텍스트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음성, 주변 소리
를 검출하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스피커를 디바
이스 본체나 밴드 위에 포함할 수 있다.

[0054]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예컨대, 서버 또는 라우터), 스마트폰, 컴퓨팅 디바이스, 디스플레
이 디바이스(예컨대, 텔레비전 또는 키오스크(kiosks)) 또는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 그 밖의 착용식 전
자 디바이스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하거나 또는 밴드와 디바이스 본체 사이에서 통신하기 위한 컴포넌트
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는 NFC 리더/비콘(readers/beacons), 블루투스 기술, 또는 임의 적절한 주파수
로 송수신하기 위한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다.

[0055]

특정 실시예에서, 센서는 디바이스의 사용자로부터 촉각 입력을 수신 또는 검출하는 센서(예컨대, 압전, 압력
센서, 힘 센서, 관성 센서(상술한 바와 같음), 스트레인/스트레스 센서, 또는 기계적 액추에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는 디바이스 상에서 임의의 적절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컴포
넌트는 사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을 또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링, 표면, 또는 밴드는 진동하거나,
빛을 생성하거나 또는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

[0056]

특정 실시예에서,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주변 환경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센서(예컨대,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또는 고도계)를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착용식 디바이스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감지하는 하나 이상의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는 예컨대, 디바이스의 밴드 위 또는 사용자
의 피부와 접촉하는 디바이스의 기대(base)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영역에 위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센서는
착용식 디바이스 부근의 피부(또는 피부를 덮는 옷)를 문지를 때, 디바이스 부근의 피부를 탭할 때, 또는 사용
자의 팔 위 아래로 디바이스를 이동시킬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 피부의 진동을 검출하는 음향 센서를 포
함할 수 있다. 추가적 예로서, 센서는 하나 이상의 신체 온도 센서, 펄스 옥시미터(pulse oximeter), 전기-피부
-반응(galvanic-skin-response) 센서, 용량성 이미징(capacitive imaging) 센서, 근전도(electromyography) 센
서,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리더(예컨대, 지문 또는 눈) 및 그 밖의 적절한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상태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미리결정된 기능성(예컨대, 당뇨에 대하여 인슐린
과 같은 특정 약품을 섭취하라는 경고)을 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감지된 정보를 원격 디바이스(예컨대, 병
원의 단말)에 통신할 수 있다.

[0057]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를 충전하거나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충전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충전 컴포넌트는 예컨대, 용량성 충전, 전자기 충전, 트리클(trickle) 충전, 직접 전기 접촉에 의한
충전, 태양, 키네틱(kinetic), 유도, 또는 지능형 충전(예컨대, 배터리의 상태 또는 조건에 기초하여 충전하고,
그에 따라 충전 동작을 변경함)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충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충전 컴포넌트는 예컨대,
디바이스의 내부 또는 표면, 또는 디바이스 밴드의 내부 또는 표면과 같이 디바이스의 임의 적절한 부분에 위치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20a는 슬롯 2005을 구비한 충전기 2000를 도시하며, 이 슬롯은 충전 컴포넌트를 충전
기에 연결한다. 예를 들어, 슬롯 2005은 마찰, 기계적 구조(예컨대, 래치 또는 스냅), 자성(magnetism), 또는
충전 컴포넌트의 갈래(prong)와 충전기 2000가 직접 전기 접촉하도록 이 갈래를 수용 및 고정하는 그 밖의 적절
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도20c는 밴드 2010 상에 있는 갈래 2015를 도시하며, 이 갈래는 충전기 2022와 밴드
2010 사이에 컨택트(contact) 2020을 통해 회로 접속을 만들기 위하여, 포고 스타일(pogo-style) 커넥터를 활용
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갈래 2015는 충전기 2022 상에 있을 수 있고, 도20a의 슬롯 2005은 밴드 상에 있거나
또는 착용식 디바이스의 본체 상에 있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컨택트 2020(예컨대, 포고-스타일 커넥터)
는 디바이스 본체 상에 있을 수 있고, 이 컨택트는 디바이스를 충전하는 충전기와 밴드 사이에 회로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20a의 충전기는 임의의 적절한 전원(예컨대, 교류(AC) 콘센트로부터의 전력, 또는 컴퓨팅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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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상의 USB 포트로부터의 직류(DC) 전력)에, 임의의 적절한 유선 또는 무선 연결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0058]

충전기 2000는 아크릴(acrylic)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 질 수 있고, 특정 실시예에서, 예컨대 고
무와 같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가 충전기의 뒤판에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충전기 2000는 표면에
부착 또는 고정될 수 있다. 예컨대, 도2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벽에 부착될 수 있다. 부착은 예컨대, 기계식,
자석식, 또는 접착식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특정 실시예에서,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
는 충전기에 부착된 동안에는 완전히 사용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전 컴포넌트가 디바이스 본체 상에 위
치되면,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또는 그 디바이스와 통신 중인 다른 디바이스와 상
호작용하는 동안 충전기 내에 놓여있을 수 있다.

[0059]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 내 충전 컴포넌트의 다른 예로서, 도21a~b는 예컨대 유도(inductive) 충전기를 사용하는
추가의 예시적 충전기를 도시한다. 도21a~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밴드는 하나 이상의 충전 코일 2110을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명세서는 디바이스의 밴드에 추가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디바이스의 본체 내에
또는 상에 포함된 충전 코일(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충전 컴포넌트)을 고려한다. 예컨대, 충전면(charging
surface) 2115 또는 충전면 2120이 생성한 자계 2105는 충전 코일 2110을 통과한다. 도21b의 충전면 2120은 충
전 코일 2110을 통과한 자계 2105의 밀도를 충전면 2115에 비하여 개선할 수 있고, 또한, 충전면 2115 보다 정
밀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시스템의 전하 전송률(charge transfer rate)을 개선한다. 본 명세서는 적절한 경
우, 충전이 디바이스 본체 상 또는 내부의 컴포넌트, 밴드 상 또는 내부의 컴포넌트, 또는 양자에 대하여 전력
을 공급하는 것을 고려한다.

[0060]

특정 실시예에서, 밴드 또는 디바이스는 무선 충전 솔류션(solution)을 위한 안테나를 구현할 수 있다. 무선 충
전은 철 금속(ferrous metal)이 없는 곳에서 최적으로 동작하므로, 코일이 충전 드라이버와 단순히 동일 평면에
있는 것보다 그 충전 드라이버의 극들(poles) 사이에 유지되도록 허용함으로써(상술한 바와 같음), 개선된 무선
충전 전송 용량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디바이스의 본체에 대한 재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상술하고 또한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능동 밴드(active band)는 전통적인 내부 물리 컨택트 커넥터 250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0061]

특정 실시예에서, 내부 전하 저장소를 구비한 충전 유닛은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와 연관될 수 있다. 벽에 플러
그인되면, 충전 유닛은 부착된 디바이스 및 충전 유닛의 내부 저장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다. 플러그인되지 않
았을 때, 충전 유닛은 부착된 디바이스를 그 유닛의 전력 저장소가 고갈될 때까지 그 저장소로부터 충전할 수
있다. 오직 충전기만이 디바이스 없이 전원에 연결되면, 충전기는 자신을 충전하고, 따라서 이후 시점에서 추가
전력을 디바이스에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 본 명세서에 설명된 충전 유닛은 전원에 플러그인 되거나 되지 않더
라도 유용한데, 이 충전 유닛은 예컨대, 여행 중, 비행기 탑승 중, 기차역, 야외와 같이 사용자가 전원에 연결
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충전을 원할 수 있지만 전원에 액세스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임의
의 부분-충전된 디바이스에 잠시 동안 전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바이스는 충전기가 그 디바이스를 충
전하는 동안 대기 상태 또는 사용 상태(in-use)일 수 있고, 대상(target)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 실시예의 추가적 이점은 사용자가 휴대해야 하는 아이템의 개수
를 감소시키는 것, 충전기 및 파워팩(power pack) 양자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 이동시 충전기를 휴대하기 유용
하게 만드는 것,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휴대해야 하는 케이블과 커넥터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는 이러한 충전 유닛이 임의의 적절한 전자 디바이스(착용식 전자 디
바이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0062]

도22a-b는 디바이스 2200에 대한 접속 2205, 및 접속 2215 및 2220을 구비한 예시적 충전 유닛 2210의 특정 실
시예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22a는 충전 유닛 2210에서 디바이스 220로 및 외부 전원으로의 케이블 연결을
도시한다. 다른 예로서, 도22b는 디바이스 2200로부터의 케이블 연결 및 전원으로의 직접 연결을 구비한 충전
유닛 2210을 도시한다. 본 명세서는 디바이스, 충전 유닛, 이 충전 유닛을 충전하는 전원 사이의 임의의 적절한
연결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로의 연결과 전원으로의 연결 양자는 직접 연결이거나, 케이블을 통한 연
결이거나, 무선 연결일 수 있다.

[0063]

상술한 바와 같이, 충전 유닛은 외부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충전 유닛 내부의 전하 저장소로부터 디바
이스를 충전할 수 있고, 외부 전원에 연결되었을 때 그 자체, 연결된 디바이스 또는 양자 모두를 충전할 수 있
다. 본 명세서는 충전 유닛과 디바이스 간에 충전을 할당하는 임의의 적절한 방식을 고려한다. 이러한 할당 방
식은 디바이스의 내부 충전량, 충전 유닛의 내부 충전량, 디바이스가 소비하는 전력량, 외부 전원의 충전 용량,
또는 이들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충전 임계(charging thres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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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어느 할당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충전 방식은 디바이스가 거의 만충전 부근에
있고 충전 유닛은 거의 전하를 갖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충전 방식은 디바이스가 남겨진 전하를 거의
갖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다. 도23~24는 충전 유닛 및 연결된 디바이스를 위한 예시적 충전 방식을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가 단계 2400에서 충전기에 연결되면, 단계 2500에서 디바이스가
만충전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예"이면, 추가의 충전 동작은 없다. "아니오"이면, 단계 2410에서 충전기가
외부 전원(예컨대, 전원 전압(line voltage))에 연결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연결로 판단되면, 디바이스는
단계 2425에서 외부 전원으로부터 충전된다. 연결로 판단되지 않으면, 단계 2415에서, 충전기가 남겨진 전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디바이스는 단계 2420에서 충전기의 내부 전원으로 충전
되고, 충전 유닛이 전원 전압에 연결되면 충전 유닛의 저장소 보다는 전원 전압으로부터 충전된다. 도23은 유사
한 결정 트리를 도시한다. 전원에 연결된 충전기에 디바이스가 연결되면(단계 2300), 단계 2310에서 디바이스가
만충전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만충전이 아니면 디바이스는 충전기가 연결된 전원으로부터 충전된다(단계
2315). 유사하게, 단계 2320에서, 충전기가 만충전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만충전이 아니면, 충전기 유닛은
단계 2325에서 전원으로부터 충전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된 할당 방식은 사용자가 결정하거나 커스터마이
즈할 수 있다.
[0064]

도25a~e는 디바이스와 충전 유닛에서 에너지 저장과 충전에 관한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시된 실시예의
도25a에서, 디바이스의 전하 저장소 2500와 충전 유닛의 전하 저장소 2520가 모두 고갈된다. 도25b~c는 충전 유
닛이 외부 전원 2510에 연결된 후 디바이스의 전하 저장소 2500와 디바이스의 전하 저장소 2505를 충전하는 것
을 도시한다. 짧은 시간 후, 충전 유닛과 디바이스 모두는 일제히 충전되며, 충전은 각각에 총 충전 용량의 동
일 퍼센트가 주어지도록 배분된다. 도2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의 전하 저장소 2500와 충전 유닛의 전
하 저장소 2505는 일정 시간 후 완전히 충전된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나 충전 유닛에 할당
된 충전량은 임의의 적절한 충전 할당 계획에 기초하여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전 유닛의 전력 변환 능
력이 제한되고, 충전 유닛의 저장소가 거의 가득 차며(nearly full), 디바이스의 전하 저장소가 거의 비었거나
또는 디바이스의 에너지 요구가 매우 높으면, 충전 유닛은 그 내부 저장소를 충전하기 전, 디바이스의 충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미리 결정된 임계에 충전이 도달할 때까지 충전 유닛을 계속 충전할 수
있다.

[0065]

도25d~e는 충전 유닛이 외부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충전 유닛과 디바이스 사이의 전하 전송을 도시한다.
도2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소 2500에 전하가 거의 남지 않은 디바이스는 저장소 2505가 만충전된 충전 유
닛에 연결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명세서는 충전기가 외부 전원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디바이스와 충전기
사이 임의의 적절한 충전 할당 방식을 고려한다. 이 할당 방식은 충전 유닛이 외부 전원에 연결되었을 때 사용
되는 할당 방식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25e는 디바이스 내 전하 저장소 2500의 충전을 최
대화하는 할당 방식을 도시한다. 충전 유닛이 전하를 가지고 있는 한, 디바이스가 만충전되거나 또는 충전기의
전하 저장소 2505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충전 유닛은 디바이스를 계속 충전한다.

[0066]

도26은 예시적 충전 유닛 2600의 예시적 내부 구조를 도시한다. 전원 전압 변환기 2605는 고전압 라인 전류
2610로부터 저전압 직류를 생산한다. 이 전압은 배터리 충전기/레귤레이터 2630 및 커넥터 2615 모두에 공급되
고, 커넥터 2615에는 충전을 위해 디바이스가 연결 2620을 통해 접속될 수 있다. 배터리 충전기 2630는 전원 전
압 변환기 2605로부터의 가용 전력을 사용하여 에너지 저장소(배터리 2635)를 충전한다. 배터리 충전기는 디바
이스와 동일한 전력 몫(share of the power)을 취하고, 디바이스의 요구가 높을 때(디바이스 우선순위가 높음)
보다 작은 몫을 취하고, 내부 전력 비축(internal power reserves)이 낮을 때(충전기 우선순위가 높음) 보다 큰
몫을 취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들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다.

[0067]

도26의 예를 계속한다. 전원 전압 변환기 2605가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때, 충전기/레귤레이터 2630는 배터리
2635의 전력으로부터 적절한 충전 전압을 생성한다. 레귤레이터 2630는 항상 온(on)이거나, 디바이스로의 접속
에 의해 또는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충전하기 원함을 나타내는 버튼이 눌리면 온으로 스위치될 수 있다. 활성화
되면, 레귤레이터 2630는 내부 비축이 고갈될 때까지 디바이스를 충전한다. 이때, 일부 전하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배터리 2635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 전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다. 디바이스는 비상
모드(emergency mode)를 포함할 수 있고, 이 모드에서는 배터리 수명을 희생해서 최소량의 비상 사용 시간을 얻
기 위해, 이 에너지의 일부에 액세스할 수 있다. 레귤레이터 2630는 디바이스가 언플러그될 때까지 또는 디바이
스가 최소 에너지양만을 인출(이것은 충전 완료를 가리킴)할 때까지 에너지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전기/레귤레이터 2630는 잔여 비축 에너지양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주문식(on-demand) 디스플레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버튼이나 그 밖의 입력이 한정된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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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디스플레이를 트리거(trigger)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26은 예시적 충전 유닛 2600의 예시적 내부 구
조를 도시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여기에 설명된 임의의 적절한 충전 유닛의 임의의 적절한 내부 구조를 고려
하고, 또한, 이러한 충전 유닛은 임의의 적절한 크기와 형상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
[0068]

특정 실시예에서, 예컨대 센서와 같은 디바이스의 기능성 또는 컴포넌트는 예컨대, 전력을 보존하거나 원하지
않는 기능성을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활성화 및 비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김-상태 검출기는 디바
이스가 비활성화된 때를 검출하고, 제스처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감시하는 동안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입력이 디
바이스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동안, 필요에 따라 센서를 사용불능으로 하여 전력을 보존한다. 디바이스는 슬립
모드(sleep mode) 또는 완전 활성 모드(fully active mode)와 같은 하나 이상의 전력 모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서,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팔에 착용되고, 디바이스의 터치면은 통상적인 사용동안 사물이나 사람
과 접촉할 수 있다. 우연한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바이스의 본체나 밴드 내에 있는 가속도계 또는 그 밖
의 관성 센서가 지구 중력에 대하여 디바이스의 대략적 위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디바이스의 측면을
향하는 중력 벡터가 검출되면(예컨대, 사용자의 측면에 디바이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가 사용
자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터치스크린은 잠기고 디스플레이는 사용불
능으로 될 수 있다. 중력 벡터가 디바이스 아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면(예컨대, 디바이스는 대략
수평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보거나 또는 사용한다고 판단됨), 시스템은 디스플레이에 전력을 공급하
고 추가적 상호작용을 위해 터치스크린을 사용가능으로 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를 깨우거나 잠
금 해제하는 중력 벡터의 방향에 더하여 또는 그 방향에 대안적으로, 방향의 변화율(a rate of change of the
direction) 또는 중력 벡터의 크기가 디바이스를 깨우거나 잠금 해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력
벡터의 변화율이 미리 결정된 시간동안 0이면(즉, 디바이스는 미리 결정된 시간동안 특정 자세로 유지됨), 디바
이스는 깨워지거나 잠금 해제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디바이스 내 하나 이상의 관성 센서는 디스플레이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컴포넌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정 제스처 또는 제스처들의 시퀀스(sequence
of gestures)를 검출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인코더는 우발적 활성화에 강건하여(robust) 활
성인 채로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디바이스를 시야각 쪽으로 가져오는 동안 선택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코더는 컨텍스트 또는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비활성화될 수 있다.

[0069]

전력 보존에 더하여 또는 대안적으로,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보안(security)을 제공하기 위
하여, 하나 이상의 센서, 특정 기능성,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잠글 수 있다. 적절한 센서는 디바이스의 보
안 양상(secure aspect) 또는 착용식 디바이스와 페어링되거나 통신하는 다른 디바이스의 보안 양상의 활성화
또는 잠금 해제를 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와 함께 수행되거나 또는 디바이스의 터치-센서티브 영
역에 수행된 특정 제스처는 그 디바이스가 갖는 하나 이상의 보안 양상을 잠금 해제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디바이스의 회전형 링의 특정 회전이나 회전의 시퀀스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사용자 입력과 조합으로, 그 디바
이스가 갖는 하나 이상의 보안 양상을 잠금 해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숫자나 사진과 같은 심볼의
고유 시퀀스(unique sequence)로 회전형 링을 돌릴 수 있다. 회전형 링을 돌리는데 사용된 회전 입력 시퀀스의
수신에 응답하여, 디스플레이는, 아래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각 회전 입력에 상응하는 특정 심볼(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된 심볼은 사용자-특정(예컨대, 디바이스에 저장되거나 디바이스
가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사진, 또는 사용자가 미리-선택한 심볼)일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서로 다른
심볼이 미리 결정된 잠금 해제 횟수 후 또는 미리 결정된 시간 후 사용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상술한 예시적
입력은, 디바이스의 양상,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비활성화시키는데 추
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디바이스의 보안 양상을 잠금 해제하는 특정 사용자 입
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디바이스의 임의 보안 양상을 잠금 해제하는 임의의 적절한 입력 또는 입력
의 조합을 고려한다. 본 명세서는 디바이스의 보안 양상을 잠금 해제하거나 또는 디바이스의 컴포넌트를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입력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

[0070]

특정 실시예에서,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와 함께 또는 디바이스 상에서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제스처
를 검출할 수 있다. 제스처는 임의의 적절한 타입일 수 있고, 임의의 적절한 센서(예컨대, 관성 센서, 터치 센
서, 카메라 또는 깊이 센서)에 의해 검출될 수 있으며,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
나 이상의 깊이 센서는 제스처를 캡쳐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카메라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다수의 깊이 센서 또는 카메라는 제스처 또는 제스처와 연관된 배경(background)을 검출하는 정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제스처(또는 제스처와 연관된 기능성을 개시하는데 사용된 프로세싱)
를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센서는, 아래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전력을 보존하거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19는 예시적 센서 검출 시스템을 도시하며, 제스처
검출, 처리 및 우선순위매김(prioritization)의 구체적 예를 제공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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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스처 또는 모든 가용한 제스처에 가입(subscribe to)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자는 어느 제스처가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검출되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착용식 디바이스를 사용하
면서 다른 디바이스를 조작(manipulation)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착용식 디바이스를 조준하
거나, 이동시키거나 또는 달리(otherwise) 활용하면서 다른(another) 디바이스를 흔드는 것을 포함한다. 본 명
세서는 적절한 경우, 여기에 설명된 임의의 제스처가 다른 디바이스의 조작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아래에 설명되는 실시예와 도시는 제스처의 특정 양상 또는 속성(attribute)을 포함하지만, 본 명세서는 여기에
설명된 제스처와 센서의 임의의 적절한 양상 또는 속성을 조합하는 것을 고려한다.
[0071]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사용자의 적어도 한 손 및 디바이스가 착용되는 신체기관(예컨대, 사용자의 다른
손목)을 참여시키는(involve) 제스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디바이스가 착용되는
손/팔을, 디바이스의 광학 센서(예컨대, 카메라 또는 깊이 센서)를 적절히 조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특정 제스처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팔/손/손가락을 이동시키거나 위치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되고
도16~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실시예에서, 시야각 내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실제 장면(scene), 디바이스
에 디스플레이된 장면, 및 사용자의 손/팔/손가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준된 장면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된 장면은 센서에 의해 검출되고 제스처를 수행하기 위
하여 사용된 손/손가락/팔을 포함할 수 있다. 도27~28은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하며, 이 제스처에서 사용자가 디
바이스 상(예컨대,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의 밴드 위에 있음)의 외향(예컨대, 사용자의 몸으로부터
멀어짐) 센서를 조준하고 제스처를 수행하기 위해 그의 다른 팔/손/손가락을 이동 또는 위치시킨다. 예를 들어,
도27에서, 외향 센서는 센서의 시야각 내 오브젝트를 검출하고 2705, 외향 센서(이것은 오브젝트를 검출하는 센
서와 동일할 수 있음)는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하나 이상의 손가락을 검출하고 2710, 가리키는 손가락(들)이 움
직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2715, 제스처가 검출된다 2720. 도19를 참조하면, 외향 카메라가 캡쳐한 로우 제스처
데이터(raw gesture data)는 조정되고 노이즈가 제거될 수 있으며, 그 데이터는 휴리스틱 제스처 검출기에 송신
될 수 있다. 제스처 우선순위 디코더는 제스처 데이터를 처리하고, 충분한 정확도로 제스처가 식별된 때를 판단
한다. 제스처가 식별된 때, 그 제스처는 말단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컨트롤러에 API를 제공하는 센서 허브 드
라이버에 송신된다.

[0072]

이 제스처와 연관된 기능성의 예로서, 카메라는 오브젝트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검출되고 겨누어진 오브젝트
는 그 후에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수 있고, 그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수 있고, 디스플레
이된 콘텐츠는 다른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전송될 수 있다(예컨대, 그 오브젝트가 다른 디바이스인 때). 도
28은 도27의 제스처에 유사한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하지만, 도시된 제스처는 손가락(들)(예컨대, 손가락
(들)은 센서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동)의 "탭핑"모션을 검출하는 외향 센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도28의 제스
처는 단계 2805에서 카메라(또는 그 밖의 적절한 센서)의 장면 내 오브젝트를 검출하고, 단계 2810에서 그 장면
내 손가락을 검출하고, 단계 2815에서 그 손가락의 횡방향 이동이 없음을 검출하고, 단계 2820에서 센서로부터
더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손가락 끝(finger tip)을 검출하고, 및 단계 2825에서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도28에 도시된 제스처는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탭핑된" 오브젝트
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오브젝트들에서 선택될 수 있다.

[0073]

도29~30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손의 이동과 함께 오브젝트가 외향 센서로 검출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29는 벌린 두 손가락을 검출하고 2915, 오므려진 두 손가락(예컨대, 핀칭 모션(pinching motio
n))을 검출하고 2920, 그 다음, 핀치된 손가락들을 센서를 향해 이동시키는 것을 검출 2925하는 외향 센서를 도
시한다. 오므리고 센서를 향해 이동하는 손가락의 모션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수행하는 것(시퀀스의 각 단계 사이에 시간이 있음)과 동시에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각각 다른 제스처가
될 수 있다. 도 30에서, 도시된 두 개 손가락은 초기에는 서로 가까이 있고 3010, 외향 센서는 벌어지는 손가락
들을 검출하고 3020, 또한 멀어지는 손을 검출한다 3015. 도30에서, 손가락들과 손은 동시에 이동되거나 또는
임의의 적절한 시퀀스로 이동될 수 있다. 또한, 도29~30의 양상은 제스처를 형성하기 위하여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가락들을 함께 핀칭하고 센서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고유한 제스처가 될 수 있
다. 특정 실시예에서, 검출된 손가락들 또는 손은 다른 디바이스를 조작할 수 있고, 이러한 조작은 제스처의 일
부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되는 모든 제스처에 대하여, 본 명세서는 도29~30에 도시된 제스처와 연관된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을 고려한다.

[0074]

도31~32는 도29~30에 유사한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여기서는 모든 손가락이 제스처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점이 도29~30과 다르다. 도31에서, 모든 손가락은 처음에는 함께 오므린 상태(예컨대, 주먹)로 검출되고
3105, 센서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주먹이 검출되고 3110, 센서는 주먹 폄을 검출한다 3115. 또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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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단계들의 시퀀스는 임의의 적절한 순서로 발생할 수 있다. 도32는 도31의 역(reverse)을 도시한다. 도
31~32는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도31은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31에 도시된 텔레비전과 같은 다른 디바이스에 송신하는 예를 도시한다. 마찬가지로, 도32의 제스처는 다른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용식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끌어올 수 있다. 예를 들
어, 도31~32의 제스처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개인 컴퓨팅 디바이스, 스마트 가전제품(예컨
대, 냉장고, 온도계, 또는 세탁기),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디바이스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의 부근에서 착용식 디
바이스로 제스처를 할 때, 구현될 수 있다. 설명된 기능성은 도31~32에 도시된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는 기능성
의 예에 지나지 않으며, 본 명세서는 다른 적절한 제스처가 설명된 기능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0075]

도33~37은 센서의 앞에서 휘둘리는(swiping) 팔의 일부 또는 손을 검출하는 외향 센서(outward-facing senso
r)를 도시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손바닥으로 스와이프하는 것은 손등으로 스와이프하는 것과 다른 제스처가 될
수 있다. 도33~34는 센서의 시야각을 가로질러 우측에서 좌측으로(3310-3315) 및 좌측에서 우측으로(3410-3415)
휘둘리는 손을 도시하고, 또한, 도35~37은 센서의 시야각을 가로질러 아래에서 위로(3510~3515, 및 3735~3740)
및 위에서 아래로(3610~3615 및 3710~3715) 휘둘리는 손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손은 처음에는 시야각
내에서 시작하고, 시야각을 통과해서, 시야각을 나갈 수 있고(도36에 도시된 바와 같음); 시야각의 밖에서 시작
하고, 시야각을 통과하여, 시야각을 나갈 수 있고(도37에 도시된 바와 같음); 시야각의 밖에서 시작하고, 시야
각의 일부를 통과하여, 시야각에 머물 수 있고(도33~35에 도시된 바와 같음); 또는 시야각 내에서 시작하고, 시
야각의 일부를 통과하여, 시야각에 머물 수 있다. 본 명세서는 예컨대, 디바이스에 대해 45도 아래에서 그 오른
쪽으로 들어와, 디바이스의 상부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그 왼쪽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다른 각도로 휘둘려지는
손을 고려한다. 또한, 본 명세서는 곡선 스와이프 또는 삼각 스와이프와 같은 직선이 아닌 모션의 손 스와이프
를 검출하는 것도 고려한다. 본 명세서는 도33~37에 도시된 제스처의 일부 또는 전부와 연관된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예컨대,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들 사이의 전이(transition) 또는 디바이스에 디스
플레이되고 활성인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의 전이, 애플리케이션의 열기 또는 닫기, 또는 디스플레이된 콘텐츠의
스크롤링)도 고려한다. 다른 곳에서 반복되는 바와 같이, 본 명세서는 도33~37과 관련하여 설명된 기능성과 연
관된 임의의 적절한 제스처를 고려한다.

[0076]

도38~39는 외향 센서가 시야각 내 사용자 손을 검출(3805)하고, 또한 한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 이상의 손가락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 손 또는 팔의 일부와 함께)을 검출(3815)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검출된 제
스처는 검출된 손가락 또는 검출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38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손가락은 상방향을 가리키는 엄지일 수 있고(3820), 도39에서, 손가락은 하방향을 가리키는 엄지일 수
있다(3920). 파일을 디바이스 또는 연관 디바이스에 국소적으로 저장하거나 삭제하는 것, 또는 설정 또는 다른
콘텐츠에 대해 이루어진 변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이 도38~39에 도시된 제스
처와 연관될 수 있다.

[0077]

도40은 외향 센서의 시야각 내에서 다수의 손가락 또는 손의 일부로 만든 형상을 수반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
시한다. 도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상은 링일 수 있고(4010), 제스처는 특정 방향으로 가리키는 형상에 관련
되지 않은 손가락을 포함할 수 있다(4015). 도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스처는 미리 결정된 시간동안 형상(및
가능한, 나머지 손가락들)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4020).

[0078]

도41~42는 외향 센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손가락이나 손으로 커버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한
다. 도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의 위로부터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한 타입의 제스처(a thumbs-down type
gesture)로 센서를 커버하는 것(4105)은 디바이스의 바닥으로부터 또는 디바이스의 측면으로부터 센서를 커버하
는 것(4210, 도42에 도시된 바와 같음)과는 다른 제스처가 될 수 있다. 커버링 방향은 예컨대, 손이 디바이스를
커버할 때 그 손의 형상에 의해 검출되거나, 손이 디바이스를 커버할 때 그 손의 오리엔테이션에 의해 검출되거
나, 외향 센서가 커버되고 있는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센서(예컨대, 외향-센서 및 디스플레이가 커버되어 있음
을 검출함)로부터의 데이터,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기술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0079]

도43~44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하며, 여기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 손가락 또는 손/팔의 일부가 외향 센서의 시
야각 내에서 검출되고(4305/4405), 그 다음, 이 손가락 또는 손/팔의 일부는 시야각(또는 "프레임") 내에서 이
동(4310/4320/4410/4420)하여 특정 제스처를 행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임의의 적절한 이동이 될 수
있거나, 또한, 특정 패턴의 이동이 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검출된 손/팔의 일부 또는 손가락과
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시 손가락이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거나(4305, 도43에 도시된 바와 같
음), 또는 다수의 손가락/하나의 손바닥이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다(4405, 도44에 도시된 바와 같음). 특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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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에서, 손바닥의 방향(예컨대, 전면, 후면, 경사짐)은 검출되어,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다.
[0080]

도45는 사용자의 손/팔 또는 다수의 손가락으로 만든 형상을 검출하고(4505), 시야각 내에서 그 형상의 이동을
검출하는(4510/4520) 것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도45는 외향 센서의 시야각을 통하여 이동하는
도40의 형상을 도시한다.

[0081]

도46은 하나 이상의 손가락(사용자 손/팔의 일부 또는 전부) 및 그들의 초기 오리엔테이션을 검출하고,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의 변화 또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 변화율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
한다. 예를 들어, 도46은 시야각 내에서 2개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4605), 시야각 내에서 그 손가락들 및 손
의 가장자리를 검출하고(단계 4610), "C" 형상을 하는 손가락들을 검출하고(단계 4615), "C" 형상의 초기 오리
엔테이션을 디코딩하고(단계 4620), "C" 형상의 오리엔테이션 변화를 디코딩하고(단계 4625) "C" 형상의 상대
회전 값을 판단하고(단계 4630), 및 제스처를 검출(단계 4635)하는 것을 도시한다. 본 명세서는 사용자의 손가
락/손/팔로 만든 임의의 적절한 형상을 고려한다.

[0082]

도47은 외향 센서의 시야각 내 특정 위치에 있는 다수의 손가락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
시한다. 예를 들어, 도47은 예컨대, 하나의 죽 뻗은 엄지(one outstretched thumb), 하나의 죽 뻗은 엄지와 하
나의 손가락, 또는 하나의 죽 뻗은 엄지와 두 개의 손가락과 같이 시야각 내에서 손가락 끝을 검출(단계4705)한
다. 단계 4710에서 특정 손가락 끝 오리엔테이션 배치(specific fingertip orientation configuration)가 검출
되고, 단계 4715에서 그 배치가 손가락들의 적어도 수치 카운트(at least a numeric count of the fingers)에
맵핑되어, 단계 4725에서 제스처가 검출된다. 디스플레이된 이미지 각각은 다른 제스처일 수 있다. 본 명세서는
제스처를 구성하는 임의의 적절한 손가락 위치를 고려한다. 여기에 설명되는 모든 그 밖의 예시적 제스처와 관
련하여, 본 명세서는 그 제스처와 연관된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도47의 제스처 각각은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할 연락처와 연관될 수 있고, 검출된 제스처는 그 제스처에 할당된 연락처에 전화, 이메
일 또는 문자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손/팔/손가락의 위치는 제스처와 연관된 연락처에
어떤 연락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킬 수 있다.

[0083]

도48~49는 디바이스 상의 이중 센서를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48은 디바이스의 바닥
밴드부에 있는 센서를 도시한다. 이 센서는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다른 손 위치를 검출하고, 센서로부터 그
손의 분리(separation)를 검출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예컨대, 디바이스 내 하나 이상의 관성 센서에
의해 공급되는 부가 정보에 의해, 또는 장면의 변화를 통해 디바이스의 이동을 검출하는 내향(inward-facing;
예컨대, 사용자의 몸을 향함) 카메라에 의해 공급되는 부가 정보에 의해 양 손의 이동을 판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48에서 손은 시야각 내에서 검출된다(단계 4805). 센서는 손이 핀치된 형상으로 있음을
검출하고(단계 4810), 동일 또는 다른 센서는 디바이스가 수평 오리엔테이션에 있음을 검출한다(단계 4815). 센
서는 디바이스에 대해 이동하는 손을 검출하고(단계 4820), 또한 상대 위치를 추정한다(단계 4825). 제스처는
단계 4830에서 검출된다. 유사하게, 도49는 시야각 내에 있고 그 후에 디바이스 센서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
동하는 사용자 손을 검출하는 것을 또한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하지만, 도49에 있어서, 디바이스
센서는 디바이스의 상면에 위치된다(예컨대, 전향 센서(front-facing sensor)). 예를 들어서, 전향 카메라의 시
야각 내에서 손이 검출된다(단계 4905). 이 손은 핀치된 형상으로 검출되고(단계 4910), 디바이스는 수평 오리
엔테이션으로 검출된다(단계 4915). 손은 디바이스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또는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단계
4920), 상대 위치 추정이 수행되고(단계 4925), 이 시점에서 제스처가 검출된다(단계 4930).

[0084]

도50~58은 적어도 하나의 전향 센서(예컨대, 디바이스의 상면에 있는 센서)가 검출한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도50~58의 임의의 제스처는 다른 적절한 위치에 있는 센서(예컨대, 상술한 바와 같이 외향)에 의해
검출될 수 있고, 다른 위치에 있는 센서에 의해 검출된 임의의 제스처는, 적절한 경우, 전향 센서에 의해 검출
될 수 있다. 도50은 디바이스 위를 맴도는(hovering) 하나 이상의 손가락 끝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
하며, 전향 센서는 손가락 끝을 검출하고(단계 5005), 손가락 끝의 위치 또는 손가락 끝의 모션(또는 모션
없음)을 검출하여(단계 5010, 5015), 제스처를 검출한다(단계 5020). 도51은 단계 5105와 5110이 단계 5005와
5010에 각각 동일한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하지만, 검출된 손가락 끝은 전향 센서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단계 5115);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예컨대, 단계 5120에서 서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서로에 대
해 위치를 변경하는 하나 이상의 손가락 끝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도52는 센서에 의해 손가락 끝들
이 검출되고(단계 5205), 손가락 끝들이 모여지고(단계 5210), 손가락들이 디바이스를 향해 이동되고(단계
5215), 및 이동 모션이 한동안 지속되어(단계 5220), 제스처가 검출(단계 5225)되는 것을 도시한다. 도53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센서를 향한 손가락 끝들의 모션에 더하여 손가락 끝들의 상대 위
치 변화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손가락이 전면에서 검출되고(단계 5305);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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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또는 하방향으로 이동하는 손가락 끝이 검출되고(단계 5310); 및 제스처가 검출된다(단계 5315). 특정 실
시예에서, 도 50~52의 제스처 지속기간에 의해 제스처의 검출 여부가 판단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지속기간은
다른 제스처를 포함할 수 있다.
[0085]

도54~57은 디바이스의 표면을 가로지는(따라서 전향 센서를 가로지름), 하나 이상 손가락의 모션 또는 손/팔 일
부의 모션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스처는 사용된 손가락의 개수(예컨대, 2
개의 손가락 vs. 전체 손바닥); 디바이스 표면을 가로지는 모션의 방향(예컨대,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디바이스 표면을 가로지는 모션의 지속기간; 검출된 손가락 또는 손/팔의 디바이스 표면에 대한 근접
도; 디바이스의 표면의 부분(예컨대,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분의 상대 위치(예컨대, 바닥의 반절)); 또는 검
출된 부분이 초기에 전향 센서의 시야각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말기에 시야각 내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54의 제스처는 전면에서 검출된 하나 또는 두 개의 손가락을 검출
하고(단계 5405), 좌측으로 이동하는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5410), 제스처를 검출(단계 5415)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도55는 전면에서 검출된 하나 또는 두 개의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5505), 우측으로
이동하는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5510), 제스처를 검출(단계 5515)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도
56은

손가락을

검출하지

못하고(단계

5605),

좌측으로부터

시야각에

입장(enter)하는 다수의

손가락을

검출하고, 커버된 전면을 검출하고, 프레임을 나가는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5620), 및 제스처를 검출(단계
5625)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도57은 손가락을 검출하지 못하고(단계 5705), 우측으로부터
시야각에 입장하는 다수의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5710), 완전히 커버된 전면을 검출하고(단계 5715), 프레임
을 나가는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5720), 및 제스처를 검출(단계 5725)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설명
된 모든 제스처와 관련하여, 이들 인자들( 및 제스처와 연관된 그 밖의 적절한 인자들)의 임의의 적절한 조합은
제스처 또는 그 제스처에 상응하는 기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스크린들 사이에서 전이, 디스플레이된 콘텐츠를 통한 스크롤링, 또는 통신/페어링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이나 가
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한 스크롤링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은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다.
[0086]

도58은 디바이스의 가장자리에서 검출된 하나 이상의 손가락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하고, 이 제스처
는 디바이스의 가장자리 일부 또는 전부를 따라서 이들 손가락을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58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제스처는 손가락을 검출하지 못하고(단계 5805), 전면의 가장자리에서 하나의 손가락
을 검출하고(단계 5810),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5815), 디바이스에 대한 손가락의
각도 모션(angular motion)을 디코딩하고(단계 58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단계 5825)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제스처와 연관된 기능성의 예로서, 손가락의 이동은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된 일부 또는 모든 콘텐츠를 회전
시킬 수 있다.

[0087]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착용식 디바이스(예컨대, 팔에 착용하는 디바이스)의 모션을 포함할 수 있다. 모션
은 임의의 적절한 센서(예컨대, 관성 센서, 오리엔테이션 센서, 또는 이들 센서의 임의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도 59~66은 디바이스에 대하여 중력 벡터(예컨대, 디바이스 전면의 방향을 가리키거나 또는 기
대를 통해 하방향을 가리킴)를 검출하고, 그 중력 벡터에 대한 디바이스의 후속 모션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59는 전면을 통해 하방향을 가리키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5905), 중력 벡터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축을 따른 디바이스의 가속을 검출하고(단계 5910), 디바이스의 가속
이 한동안 유지되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591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단계 5920)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도60은
중력 벡터가 기대(전면이 아님)를 통해 하방향을 가리키는 것(단계 6005)을 제외하고 도59의 제스처와 상당히
유사하다. 도61은 디바이스의 오리엔테이션/위치(예컨대,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몸 옆에 있지 않음)를 결정하기
위해 중력 벡터를 사용하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검출된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디바이스의 모션(예컨대, 중력 벡
터에 수직임)이 검출되어, 제스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출된 중력 오리엔테이션은 팔이 몸의 측면에 있
지 않다고 가리킬 수 있고(단계 6105), 디바이스의 횡가속이 검출될 수 있고(단계 6110), 이 가속이 한동안 검
출될 수 있고(단계 6115), 및 제스처가 검출될 수 있다(단계 6120). 도59~61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모션의 양
상(예컨대, 가속의 지속 기간)을 검출하는 것은 제스처를 트리거(trigger)할 수 있고, 양상의 범위(예컨대, 모
션 지속기간의 범위)는 서로 다른 제스처에 각각 상응할 수 있다. 도62~63은 디바이스의 회전 모션을 도시한다.
도61에서와 같이, 디바이스의 초기 오리엔테이션 또는 위치의 검출은 제스처 검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62의 제스처는 팔이 몸의 측면에 있지 않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6205), 일부 회전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6210), 회전 모션의 반경이 팔꿈치 모션에 대하여 충분히 큰지 추정하고(단계 6215), 상
대 회전을 검출하고(단계 62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6225)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도63
의 제스처는 팔이 몸의 측면에 있지 않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6305), 일부 회전 모션을 검출
하고(단계 6310), 회전 모션의 반경이 손목 모션에 대하여 충분히 작은지 추정하고(단계 6315), 상대 회전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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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단계 63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6325)을 포함할 수 있다. 도62~6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스
처는 예컨대, 주로 어깨에서의 회전(도62), 주로 팔꿈치에서의 회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회전과 같은 디바이
스의 회전 타입을 추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회전 반경에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제스처는 회전량,
회전 지속기간, 회전의 방사 가속(radial acceleration), 그 밖의 적절한 회전 양상, 또는 이들의 적절한 조합
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88]

도61~63에서와 같이, 도64는 디바이스의 초기 오리엔테이션 또는 위치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도64의 제스처는 팔이 몸의 측면에 있지 않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6405),
팔의 축을 따른 팔의 횡가속을 검출하고(단계 6410), 가속이 한동안 유지됨을 검출하고(단계 6415),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6420)을 포함할 수 있다. 도65는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신체기관의 축을 따른 디바이스의 모션
(예컨대, 상기 축을 따른 디바이스의 가속)을 포함할 수 있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제스처는 모션의 경로를 따른
임팩트(impact; 예컨대, 손이 정지하거나 오브젝트와 접촉함으로써 야기됨) 및 후속하는 모션의 반전(reversal
of motion)을 포함할 수 있다. 전후 모션(back-and-forth motion)은 그 모션이 정지하거나 손이 어느 위치(예
컨대, 사용자의 측면)에 돌아가기 전까지 반복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다른 제스처들은 전후 모션의 횟수
나 빈도에 기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65의 제스처는 팔이 몸의 측면에 있지 않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6505), 손이 모션 중임을 검출하고(단계 6510), 모션의 경로를 따른 충격(임팩트)을 검출하고(단
계 6515), 동일 선형 경로를 따라서 손이 모션을 반전했음을 검출하고(단계 6520), 단계 6515 및 6520을 적절히
반복하고, 모션이 한동안 멈춤을 검출하고(단계 652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6630)을 포함할 수 있다.

[0089]

도66~68은 소정의 모션 템플릿(template)과 매치하는 모션의 검출에 기초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하며, 이 모
션 템플릿은 사용자가 만들거나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제스처는 디바
이스의 초기 위치 또는 오리엔테이션, 특정 방향으로의 모션 또는 모션의 양상, 모션의 시작과 멈춤, 모션의 지
속기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이 파라미터의 일부 또는 전부는 특정 실시예에서, 사
용자가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검출된 모션을 가장 근접한 사용가능 모션 템플릿(the
closet available motion template)에 매칭하여 검출 제스처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66~6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스처는 팔 또는 손가락의 수평 위치 또는 모션에 상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6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스처는 디바이스의 기대 바닥을 통하여 아래로 지향된(oriented)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6605), 앞
쪽 및 안쪽으로의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6610), 모션 템플릿을 매칭하고(단계 6615, 예컨대, 도19의 휴리스틱,
수치 또는 패턴-기반 제스처 인식 모듈을 사용함),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6620)을 포함할 수 있다. 도
67은 디바이스의 기대 바닥을 통하여 측면으로 지향된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6705), 앞쪽 및 안쪽으로의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6710), 모션 템플릿을 매칭하고(단계 6715, 예컨대, 도19의 휴리스틱, 수치 또는 패턴-기
반 제스처 인식 모듈을 사용함),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6720)을 포함할 수 있다. 도68은 팔이 몸의 측
면에 있지 않다고 중력 벡터가 가리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6805), 디바이스의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6810),
모션 멈춤을 검출하고(단계 6815), 모션 템플릿을 매치하고(단계 6820), 최적 모션-템플릿 매치를 선택하고(단
계 682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6830)을 포함할 수 있다. 도66~68은 특정 모션 템플릿에 상응하는 커
스터마이즈 가능한 제스처의 구체적인 예를 도시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임의의 적절한 센서가 검출하는 임의
의 적절한 제스처(또는 제스처의 임의 양상)를 고려하며, 임의의 적절한 센서는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커스터마
이즈할 수 있다.

[0090]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일부 비-모션(non-motion) 또는 비-오리엔테이션(non-orientation) 입력을 검출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69~71은 음향의 검출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하나, 도시된 제
스처는 그러한 검출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도69는 디바이스의 일부 모션 후(예컨대, 사용자 얼굴쪽으로 디바이
스를 가져감), 음향 출력(예컨대, 착신 또는 발신 전화호출음) 또는 응답을 도시한다. 예를 들어, 오디오 응답
또는 출력이 개시되고(단계 6905), 상방향 모션이 검출되고(단계 6910), 상방향 모션의 멈춤이 검출되고(단계
6915), 중력 벡터가 소정의 윈도우 내에 있고(단계 6920), 및 제스처가 검출된다(단계 6925).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오리엔테이션 또는 오리엔테이션 윈도우 내의 중력 벡터를 검출하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도69의 제스처는 사용자의 손/손가락의 위치를 검출하는 것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도69에 도시
된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는 기능성의 예로서, 손가락이 지시된 위치에서 귀 또는 얼굴 부근으로 오면, 사용자
는 전화를 걸거나 전화호출에 응답할 수 있다. 도70의 단계 7005~7025는 도69에 대하여 설명된 것과 유사한 속
성을 갖지만 사용자의 손/손가락의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도71은 사용자가 만든(예컨
대, 사용자가 손가락들을 스냅핑(snapping)함) 음향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하며, 이 음향은 디바이스
와 연관된 마이크로폰에 의해 검출된다. 예를 들어, 도71은 팔이 몸의 측면에 있지 않음을 가리키는 중력 벡터
를 검출하고(단계 7105),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높은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7110), 하나 이상의 음향 주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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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변화를 검출하고(단계 711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120)을 포함할 수 있다. 도7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냅 모션은 스냅만으로 생성된 모션에 의해(예컨대, 사용자의 손/피부의 진동에 의해 또는 스냅에
기인한 회전의 변화 정도 또는 회전 변화율에 의함) 검출될 수 있거나, 또는 모션과 스냅에 의해 생성된 청각
입력의 조합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청각 확인(auditory confirmation)은, 제스처가 검출되
기 위하여, 모션의 소정 시간 내에 검출되어야 한다.
[0091]

도72~73은 디바이스의 주기적 모션(예컨대, 디바이스가 있는 팔을 횡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흔듦)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도72는 팔이 몸 옆에 있지 않다고 가리키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7205), 축
상에서 횡측 전방으로 이동하는 디바이스를 검출하고(단계 7210), 동일 축 상에서 후방으로 이동하는 디바이스
를 검출하고(단계 7215), 단계 7210과 7215를 소망하는 바대로 반복하고,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220)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도73은 팔이 몸 옆에 있지 않다고 가리키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7305), 축
상에서 수직 전방(vertically forward)으로 이동하는 디바이스를 검출하고(단계 7310), 동일 축 상에서 후방으
로 이동하는 디바이스를 검출하고(단계 7315), 단계 7310과 7315를 소망하는 바대로 반복하고, 제스처를 검출하
는 것(단계 7320)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도74는 사용자 몸에 대하여 디바이스의 위치/오리엔테이션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도74의 제스처는 팔이 몸 옆에 있다고 가리키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7405), 팔이 몸 옆에 있지 않다고 가리키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741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415)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디바이스를 저-전력 상태로부터 깨우기와 같은 임
의의 적절한 기능성이 도72~75의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다. 도75는 디바이스의 시작부터 멈춤까지 디바이스의
높이(height) 또는 디바이스 높이의 상대적 변화를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디바이스의 높이에 더
하여, 제스처는 그 제스처 전, 동안, 후의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팔이
몸 옆에 있지 않다고 가리키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7505), 상방향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7510), 상방향
모션의 중단(halt)을 검출하고(단계 7515), 중력 벡터가 디바이스 기대의 측면을 통해 가리키고 있음을 검출하
고(단계 75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525)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디바이스와 페어링된 장비
(equipment)를 활성화하는 것, 방에 있는 하나 이상의 전구를 켜는 것, 또는 디바이스의 부근의 장비를 활성화
하는 것과 같은 임의의 적절한 기능성이 도75의 제스처와 연관될 수 있다.

[0092]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착용식 디바이스의 본체 또는 밴드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76은 사용자 손목 주위에 착용된 밴드의 터치-센서티브 영역과의 콘택트를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잠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7605), 밴드에 대한 터치가 없음
을 검출하고(단계 7610), 밴드에 대한 터치를 검출하고(단계 7615), 터치의 위치를 디코딩하고(단계 76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625)을 포함할 수 있다. 도77은 다수의 위치에서 터치가 단일 제스처(예컨대, 디바
이스 또는 그 디바이스의 양상을 잠금 해제하기 위한 제스처)로 판단될 수 있음을 도시한다. 제스처는 디바이스
가 잠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7705), 밴드에 대한 터치가 없음을 검출하고(단계 7710), 밴드
에 대한 터치를 검출하고(단계 7715), 터치의 위치를 디코딩하고(단계 7720), 액션을 디코딩하고(단계 772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730)을 포함할 수 있다. 도78은 디바이스의 터치-센서티브 영역과 콘택트하고,
그 디바이스와의 콘택트를 유지하면서 터치-센서티브 영역을 가로질러 슬라이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제스
처를 도시한다.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잠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7805), 밴드에 대한 터치가
없음을 검출하고(단계 7810), 밴드에 대한 터치를 검출하고(단계 7815), 터치 포인트(들)의 이동을 검출하고(단
계 7820), 상대 모션을 디코딩하고(단계 782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830)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콘택트의 지속기간, 콘택트의 물리적 영역(예컨대, 하나 또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콘택트), 콘택트의 시퀀스, 콘택트에 의해 생성된 압력,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콘택트-관련 속성을 포함할 수 있
다. 도76~78은 밴드에 있는 터치-센서티브 영역과의 콘택트를 도시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제스처가 디바이스
의 임의의 적절한 위치(예컨대, 디바이스 밴드, 링, 디스플레이, 또는 이들의 적절한 조합)에 있는 터치-센서티
브 영역과의 콘택트를 포함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도79~80은 도77~78의 제스처와 유사하게, 디바이
스 링에 있는 터치 센서티브 영역과의 콘택트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잠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7905), 링에 대한 터치가 없음을 검출하고(단계 7915), 링에 대한 터치를 검출하고
(단계 79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7925)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잠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8005), 링에 대한 터치가 없음을 검출하고(단계 8010), 링에 대한 터치
를 검출하고(단계 8015), 터치 포인트의 이동을 검출하고(단계 8020), 상대 모션을 디코딩하고(단계 802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030)을 포함할 수 있다. 도81은 디바이스 표면의 터치-센서티브 영역과 멀티-터치
콘택트하고, 및 콘택트 포인트들의 후속 이동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여기서, 후속 이동
은 예컨대, 터치-센서티브 영역과 컨택트하는 손가락의 모션에 의해 또는 디바이스가 착용된 손목/손의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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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야기된다.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잠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8105), 표면에 대한 터치가
없음을 검출하고(단계 8110), 표면에 터치하는 적어도 두 개의 손가락을 검출하고(단계 8115), 터치 포인트의
이동을 검출하고(단계 8120), 상대 모션을 디코딩하고(단계 812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130)을 포함
할 수 있다. 손목/손의 이동은 예컨대, 디바이스의 관성 센서에 의해 검출될 수 있고, 이 검출에 의해, 터치 포
인트를 이동시키는 다른 방식이 2개의 구별되는 제스처로 될 수 있다. 도82는 디바이스와의 초기 콘택트를 포함
하는 제스처를 도시하며, 이 콘택트는 디바이스 내부 또는 표면에 있는 하나 이상의 근접 센서, 또는 디바이스
에 있거나 그 부근에 있는 관성 센서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제스처는 예컨대,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착용했음
을 나타내는 지속 컨택트를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후방 또는 밴드 근접 센서와
컨택트가 없음을 검출하고(단계 8205), 근접 센서에 의한 컨택트를 검출하고(단계 8210), 컨택트가 지속함을 검
출하고(단계 8215),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220)을 포함할 수 있다. 도82의 제스처는 슬리핑(sleeping)
디바이스를 잠금 해제하거나 그 디바이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0093]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디바이스 부근 피부와의 콘택트를 포함할 수 있다. 도83은 디바이스가 착용된 부근
의 피부를 탭핑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탭핑은 디바이스의 진동 센서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탭핑 모션은 예컨대, 탭핑 제스처가 만드는 사운드를 검출하는 하나 이상의 음향 센서에 의해 확인(confirmed)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잠금 해제되어 있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8305), 상대적으로 큰
가속도의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8310), 예컨대, 탭의 사운드를 검출하고(단계 8315), 모션 또는 사운드를 패턴
에 매치하고(단계 83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325)을 포함할 수 있다. 도84는 디바이스 부근의 피부
를 스와이프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하고, 이 스와이프는 상기한 도83에 설명된 센서에 의해 검출 및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잠금 해제되어 있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8405), 상대적으로
큰 가속도의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8410), 예컨대, 탭의 사운드를 검출하고(단계 8415), 피부 상에서 횡이동의
진동 또는 사운드를 검출하고(단계 8420), 그 모션 또는 사운드를 패턴과 매치하고(단계 8425), 및 제스처를 검
출하는 것(단계 8430)을 포함할 수 있다.

[0094]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디바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손으로 한 은유적 제스처(metaphoric gesture)를 검출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제스처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상에 또는 부근에 있는 임의의 전
향 센서에 의해 검출될 수 있고, 전향 센서의 시야각 내에 디바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손이 있도록 이 디바이스
는 지향된다. 도85는 전향 센서가 다수 손가락의 모션(예컨대, 손가락들의 탭핑)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예
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소정 오리엔테이션에 있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8505), 손가락 끝을 검출하고(단계 8510), 손가락 끝의 모션을 검출하거나(단계 8515) 또는 탭 사운드를 검출하
고(단계 8525), 및 하나 이상의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520 및 8530)을 포함한다. 도86은 단일 손가락의
모션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소정 오리엔테이션에 있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8605), 손가락 끝을 검출하고(단계 8610), 손가락 끝의 모션을 검출하거나(단계 8615) 또는 탭
사운드를 검출하고(단계 8625), 및 하나 이상의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620)을 포함할 수 있다. 도87은 오
브젝트를 잡은 손의 이동을 검출하고, 오브젝트의 모션을 검출하고, 오브젝트를 추적하고(locking on to the
object), 및 오브젝트의 후속 모션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스처를 도시한다. 구체적 예로서, 제스처는 디
바이스가 소정 오리엔테이션에 있다는 것을 검출하고(단계 8705), 손을 검출하고(단계 8710), 손의 모션을 검출
하고(단계 8715), 손과 함께 이동하는 추가 오브젝트를 검출하고(단계 8720), 오브젝트를 추적하고(단계 8725),
오브젝트의 모션을 검출하고(단계 873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735)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는 펜 또는 그 밖의 스타일러형 도구(stylus-like implement)일 수 있고, 디바이스 상의 전향 센서는
도구의 필기 모션을 검출하고, 예컨대, 텍스트를 디바이스 상에 또는 착용식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다른 디바이
스 상에 생성/저장할 수 있다. 도87의 예에서,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또는 다른 필기면(writing surface)에 필기
콘텐츠를 실제로 생성하기 않고도, 그림, 노트 또는 다른 필기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임의의 적절한 제스처, 또는 제스처들의 조합은 증강-현실(augmented-reality; "AR") 기능
성을 임팩트 또는 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한, AR 기능성을 사용하는 태스크(task)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85~87의 제스처는 가상 키보드, 가상 마우스, 또는 가상 터치스크린과의 사용자 상호작
용을 캡쳐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이들 상호작용은 착용식 디바이스 또는 그 밖의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대한 입
력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은유적 제스처 및 오브젝트 검출( 및 연관 기능성)의 구체적 예를 설명하고
있지만, 본 명세서는 임의의 적절한 은유적 제스처, 임의 적절한 오브젝트의 검출, 및 임의 적절한 기능성과 연
관된 이러한 제스처를 고려한다.

[0095]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부착되거나 착용되는 신체기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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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는 디바이스가 착용되는 팔의 모션을 포함하는 예시적 제스처를 도시한다. 제스처는 팔의 초기 위치를 검
출하고(예컨대, 중력 벡터의 방향을 검출하는 가속도계를 통함), 디바이스의 모션(팔을 통함)을 검출하고, 중력
벡터의 상응하는 변화를 검출하고, 및 팔이 움직임을 멈춘 것을 검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스처
는 이동의 지속기간, 이동량(예컨대, 큰 반경의 모션을 검출하고, 팔 전체가 이동했음을 확인함), 이동 가속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이동 관련 속성을 검출하는 것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도88~92로 도시한 바와 같이, 제스
처는 머리 위로, 전방으로, 측방으로, 후방으로, 또는 초기-높은 시작 위치로부터 하방으로 팔의 이동을 검출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스처는 손이 몸의 측면에 있다고 나타내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8805), 손의 상방향 이동을 검출하고(단계 8810), 손이 머리 위에 있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8815), 이동을 멈춘 손을 검출하고(단계 88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825)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제스처는 손이 몸의 측면에 있다고 나타내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8905), 손의 상방향 및 전방향
이동을 검출하고(단계 8910), 손이 수평하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8915), 손이 이동을 멈춤을
검출하고(단계 89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8925)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제스처는 손이
수평하다고 나타내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9005), 하방 및 후방으로 이동하는 손을 검출하고(단계 9010),
손이 측면에 있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9015), 이동을 멈춘 손을 검출하고(단계 9020), 및 제
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9025)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제스처는 손이 몸의 측면에 있다고 나타내
는 중력 벡터를 검출하고(단계 9105), 상방 및 후방으로 이동하는 손을 검출하고(단계 9110), 손이 수평하다고
중력 벡터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9115), 이동을 멈춘 손을 검출하고(단계 91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
(단계 9125)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제스처는 손이 몸의 측면에 있다고 나타내는 중력 벡터를 검출
하고(단계 9205), 상방 및 외방(outward)으로 이동하는 손을 검출하고(단계 9210), 손이 수평하다고 중력 벡터
가 나타냄을 검출하고(단계 9215), 이동을 멈춘 손을 검출하고(단계 9220), 및 제스처를 검출하는 것(단계
9225)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제스처는 디바이스가 착용된 신체기관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모션을
포함할 수 있다.
[0096]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예컨대, 외곽링, 터치-센서티브 인터페이스(예컨대, 터치-센서티브 층), 사용자가
하는 제스처(아래에 설명됨), 또는 음성 인터페이스(예컨대, 텍스트 입력, 통신 또는 검색을 포함하는 애플리케
이션용 음성 입력 및 스피치 인식(voice input and speech recognition)을 포함함)를 포함하는 다양한 입력 메
커니즘 또는 타입을 통하여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한다. 추가적으로,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임의의 입력 메
커니즘 또는 타입을 통하여, 디바이스의 원형 디스플레이에 제시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
다.

[0097]

착용식 전자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외곽링을 사용하여 그 디바이스(예컨대, 원형 디스플레이 상에 제시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함)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은 터치-센서티브일 수 있고, 따라
서 외곽링의 하나 이상의 부분을 사용자가 터치하면, 그 터치는 디바이스에 대한 입력으로서 검출되고
해석되어, 하나 이상의 액션을 디바이스가 취하도록(예컨대,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터치-센서티브 외곽링은 용량성 링 또는 유도성 링일 수 있고,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그 디바
이스에 입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터치-센서티브 링에서 임의의 적절한 제스처를 할 수 있다. 입력은 예컨대, 한
손가락으로 링을 스와이프하는 것,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링을 스와이프하는 것, 하나 이상의 손가락으로 회
전형 제스처(rotational gesture)를 하는 것, 또는 링을 쥐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은
링의 물리적 회전이 디바이스에 대한 입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전 가능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특정 실시
예에서, 외곽링은 클릭되거나(예컨대, 눌려짐(pressed down)) 쥐여질 수 있다. 외곽링이 터치-센서티브, 회전
가능형, 클릭 가능형(또는 누름 가능형), 또는 쥠 가능형(squeezable) 중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외곽링의
임의 실시예들은 적절히 조합될 수 있다. 외곽링의 서로 다른 양식으로부터 입력(예컨대, 터치, 회전, 클릭킹
또는 누름, 또는 쥠)은 예컨대,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 양식의 조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곽링의 회전은 링의 클릭킹 또는 누름과 조합된 회전과는 다른 입력을 가리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외곽링을 통해 입력을 제공하면, 예컨대, 여기에 설명된 촉각 피드백, 오디오 피드백, 또는 시각 피드백을 포함
하는 피드백이 그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0098]

도93a는 사용자가 외곽링을 클릭킹(예컨대, 누름)하는 예를 도시하며, 화살표 9310으로 나타낸다. 도93b는 사용
자가 외곽링을 쥐는 예를 도시하며, 화살표 9320으로 나타낸다. 도94a는 디바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콘
텐츠 9410가 회전(예컨대, 우회전)에 따라 변화하도록, 사용자가 외곽링을 회전시키는 예를 도시한다. 도94b는
디바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콘텐츠 9420가 회전(예컨대, 우회전)에 따라 변화하도록, 링 그 자체의 회
전 없이, 사용자가 터치-센서티브 링에서 회전 제스처를 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94c는 디바이스 그래픽 유저 인
터페이스의 콘텐츠 9430가 회전(예컨대, 우회전) 및 누름(또는 클릭킹)에 따라 변화하도록, 사용자가 외곽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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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킹 또는 누름과 동시에 그 외곽링을 회전시키는 예를 도시한다.
[0099]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터치-센서티브 인터페이스(예컨대, 터치-센서티브 층)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받
고, 디바이스로 하여금 사용자 터치의 x-y 좌표를 판단하고, 다수의 터치-콘택트 포인트(예컨대, 터치-센서티브
층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식별하고, 터치 상호작용의 서로 다른 시간 길이들 사이를 구별(예컨대, 스와이핑,
단일 탭핑, 또는 더블 탭핑을 포함하는 제스처들을 구별함)하게 할 수 있다. 터치 제스처(여기에 설명됨)는 다
방향(multi-directional) 스와이핑 또는 드래깅(dragging), 핀칭, 더블-탭핑, 디바이스에서 누르기 또는 밀기
(이것은 상방향 또는 하방향으로 디바이스의 물리적 이동을 야기할 수 있음), 오래 누르기(long pressing), 멀
티-터치(예컨대, 터치-센서티브 인터페이스 상 임의의 곳을 터치하거나 그 곳에서 제스처를 하기 위하여, 다수
의 손가락 또는 도구를 사용함), 또는 회전 터치 제스처를 포함할 수 있다. 도95a는 디바이스에 사용자 입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터치-센서티브 인터페이스(예컨대, 터치-센서티브 층)를 사용자가 탭핑 9510 하는 예를 도시한
다. 디바이스는 터치-센서티브 인터페이스(예컨대, 터치-센서티브 층)로부터 입력을 통하여, 사용자 탭핑의 정
밀한 x-y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도95b는 사용자가 시계방향 회전 제스처 9515, 반시계방향 회전 제스처 9520,
수직 스와이프 제스처 9525, 및 수평 스와이프 제스처 9530을 각각 행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95c는 사용자가 각
각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콘택트 포인트 9535(예컨대, 한, 둘 또는 세 개의 손가락 또는 도구에 의함)을 동시
에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멀티-터치 센싱 기능을 구비한 터치-센서티브 층을 포함함)를 터치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95d는 사용자가 터치-센서티브 인터페이스와 다수의 콘택트 포인트를 갖는 제스처를 하는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사용자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확장(expanding) 제스처 9540, 핀칭 제스처 9545, 시계방향 회전 제스처
9550, 또는 반시계방향 제스처 9555를 한다.

[0100]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상호작용및전이 모델(an interaction and transition
model)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예컨대, 애플리케이션, 기능(functions), 서브-모드(sub-modes),
확인(confirmations), 콘텐츠, 컨트롤, 활성 아이콘, 액션, 또는 다른 특징이나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모드들이
디바이스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내에서 어떻게 조직(예컨대, 계층으로)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0101]

일 실시예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는 디바이스의 서로 다른 모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예컨대, 서브-모
드, 기능, 확인, 콘텐츠 도는 그 밖의 특징)에 각각 상응하는 복수의 상위-레벨 스크린을 포함한다. 이들 애플
리케이션 각각은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계층 내 동일 레벨에 있을 수 있다. 96a는 GUI 내 계층의 예시적
레이아웃을 도시하며, 이 레이아웃에서, 다수의 상위-레벨 스크린 9602-9606 및 9610-9614 각각은 서로 다른 애
플리케이션에 상응하고, 상위-레벨 스크린 중 하나 9608(홈 스크린)는 클럭(시계)에 상응한다. GUI 내 상태 전
이(state transition)는 디바이스의 사용자와 같은 입력 소스로부터의 입력에 의해 트리거되는 이벤트일 수 있
다. 디바이스 사용자나 다른 입력 소스(예컨대, 외곽링, 터치-센서티브 인터페이스, 제스처, 음성 또는 센서를
포함하는 임의의 다양한 입력 메커니즘 또는 타입을 통함)로부터의 입력은 GUI 내에서 전이(예컨대, 하나의 상
위-레벨 스크린에서 다른 스크린으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은 GUI를 홈 스크린 9608(예컨대, 클
럭)에서 애플리케이션(예컨대, 3 또는 4)으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외곽링을 우측으로 회전시키면, 예컨대, GUI는 홈 스크린 9608에서 애플리케이션4 9610로 전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외곽링을 좌측으로 회전시키면 GUI는 홈 스크린 9608에서 애플리케이션3 9606으로 전이할 수 있
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컨텍스트(예컨대, 디바이스 상의 센서 또는 다른 입력 소스에 의해 결정됨)는 GUI를
홈 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0102]

일 실시예에 있어서, 모델은 홈 스크린에 대하여 우측과 좌측을 구분하는 조작성(operability)을 포함할 수 있
다. 일례로서, 하나 이상의 상위-레벨 스크린은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계층 내 모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특징)과 연관될 수 있고, 이들 모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고정되거나(예컨대, 사용자가 항상 사용가
능함) 또는 컨텍스트적(contextual)이거나 동적(예컨대, 컨텍스트에 따라 사용 가능함)이다. 컨텍스트 스크린은
예컨대,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모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추가(예컨대, 다
운로드)한 모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 임시 등록(ad-hoc registered) 디바이스(예컨대, 사용되는 바에 따라
서, 디바이스의 통신 범위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음), 사용자가 "선호"하는 모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예
컨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함), 사용자를 위해 추천된 모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예컨대, 사용자의 이
전 활동이나 현재 컨텍스트에 기초함)을 반영할 수 있다. 도96b는 GUI 내 계층의 예시적 레이아웃을 도시하며,
이 레이아웃에서, 컨텍스트 또는 동적 애플리케이션 9616-9620 및 고정된 애플리케이션 9624-9628은 개별적으로
그룹화되고, 좌측(홈 클럭 스크린 9622에 대하여)은 컨텍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우측은 고정된 애플리
케이션을 포함한다. 일례로서, 동적 애플리케이션01 9620은 가장 최근에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고, 동적
애플리케이션02 9618은 두 번째로 최근에 사용된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고, 이후 동일하게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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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특정 실시예에서,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내 계층의 상위 레벨은 "페이스(face)"만을 포함할 수 있고, 그
계층의 다음 레벨이 애플리케이션(또는 그 밖의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서, 그 계층의 상위 레벨은 홈
스크린(예컨대, 클럭) 및 하나 이상의 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고, 각 페이스는 월페이퍼(예컨대, 사용자가 커스
터마이즈할 수 있음), 날씨 정보, 달력, 또는 일상 생활 정보와 같은 서로 다른 타입의 배경, 모드 또는 활동에
상응한다. 각 페이스는 디스플레이된 다른 정보에 더하여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추가로, 현재 디스플레이되는
페이스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거나(예컨대, 임의의 적절한 입력 메커니즘 또는 타입을 통함) 또는 컨텍스트(예
컨대, 사용자의 활동)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홈 스크린의 좌측 페이스는 컨텍스트적
(contextual)일 수 있고, 홈 스크린의 우측 페이스는 고정될 수 있다. 도97은 GUI 내 계층의 예시적 레이아웃을
도시하며, 이 레이아웃에서, 계층의 상위 레벨은 페이스 9710-9770(클럭 페이스 9740을 포함함)을 포함하고, 그
계층의 다음 레벨은 애플리케이션 9715-9775을 포함한다.

[0104]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사용자로부터의 입력 또는 다른 입력 소스(예컨대, 외곽링, 터치-센서티브 인터페
이스, 제스처, 음성 또는 센서를 포함하는 임의의 다양한 입력 메커니즘 또는 타입을 통함)로부터의 입력, 또는
디바이스의 사용 컨텍스트는 GUI 내에서 그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계층 내 일 레벨에 있는 스크린을 그
계층 내 다른 레벨의 스크린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한 선택 이벤트 또는 입력(예컨대,
디스플레이의 터치 또는 탭, 음성 입력, 응시하기(eye gazing), 외곽링의 클릭킹 또는 누름, 외곽링의 쥠, 임의
의 적절한 제스처, 센서가 검출한 내부 근육 모션, 또는 그 밖의 입력)은 GUI 내에서 상위-레벨 스크린으로부터
계층 내에서 일 레벨 깊이 중첩(nested)된 스크린으로 전이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스크린이 애플리케
이션과 연관된 상위-레벨 스크린이면, 선택 이벤트(예컨대, 링을 누름)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GUI로 하
여금 한 층 더 깊이 중첩된 스크린으로 전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스크린은 예컨대, 선택된 애플리케
이션의 특징과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특정 실시예에서,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의 주 기능에 상응할 수 있다. 많은
스크린이 이 두 번째, 중첩 층에 있을 수 있고, 이들 스크린 각각은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의 서로 다른 기능 또
는 특징에 상응할 수 있다. 유사하게, 사용자에 의한 "되돌아가기(back)" 선택 입력 또는 이벤트(예컨대, 외곽
링을 두 번 누름, 또는 디스플레이의 특정 부분에서 터치 제스처)는 GUI 내에서 일 스크린(예컨대, 특정 애플리
케이션의 특징)으로부터, 계층 내 한 레벨 높은 다른 스크린(예컨대, 상위-레벨 애플리케이션 스크린)으로 전이
를 야기할 수 있다.

[0105]

도98a는 디바이스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또는 모드 9805, 및 기능의 사용 또는 애플리케이션 9810에 대한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예시적 동작을 도시한다. 일례로서, 애플리케이션이 카메라이면, 그 카메라 애플리케이
션의 기능, 모드 또는 다른 엘리먼트는 픽쳐 모드, 비디오 모드(예컨대, 리이브 뷰(live view)에 의함), 및 플
래시를 온/오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 모드, 또는 다른 엘리먼트는 모델 계층의 단일 층 내에
서의 전이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이들 층내(intra-layer) 전이는, 디바이스의 사용자와 같은 입력 소스로부
터 특정 타입의 전이 이벤트 또는 입력(예컨대, 외곽링의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 회전)을 수신 또는 결정하
거나, 또는 그 디바이스 사용의 특정 컨텍스트를 결정하면, 일어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전이 이벤트 입
력은 예컨대, 디스플레이의 터치 또는 탭, 음성 입력, 응시하기, 외곽링의 클릭킹 또는 누름, 외곽링의 쥠, 임
의의 적절한 제스처, 센서가 검출한 내부 근육 모션, 또는 그 밖의 센서 입력을 포함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의 기능, 모드 또는 다른 엘리먼트를 선택 및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특정 타입의 선택 이벤트 또는 입력
(예컨대, 디스플레이의 터치 또는 탭, 외곽링의 클릭킹 또는 누름, 특정 제스처 또는 센서 입력)을 제공하여,
GUI 내에서 계층의 보다 깊은 층으로의 층간(inter-layer) 전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서, 비디오를 찍기 위
하여, 사용자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비디오 모드 특징과 연관된 스크린을 탭할 수 있다. 계층의 보다 깊은
층에 비디오 찍기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예컨대, 비디오 모드에 연견된 옵션들이 있음) 사용자는 GUI를 그 층
내 서로 다른 옵션들 사이에서 전이시킬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보다 깊은 층의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GUI를 더욱 깊은 층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모드에서 비디오를 기록할 때, 사용자
는 디스플레이를 다시 탭하여 GUI를 보다 깊은 층(이 층은 비디오 기록을 중지시키는 옵션을 포함할 수 있음)으
로 전이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특정 타입의 선택 이벤트 또는 입력(예컨대, 여기에 설명된 "되돌
아가기"입력)을 제공하여, 계층의 상위 층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일례로서, 비디오 모드에서 비디오를 기록할
때,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의 특정 "되돌아가기" 부분을 터치하여, 비디오 기록을 취소하고, GUI를 카메라 애플리
케이션의 비디오 모드 특징과 연관된 스크린(예컨대, 계층의 특징 층 내에 있음)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계층은 임의 개수의 층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한 층 내에 임의 개수의 엘리먼트(예컨대,
기능 또는 콘텐츠)를 가질 수 있다. 도98b는 디바이스의 콘텐츠 9815에 대한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동작예를
도시한다. 이 예시적 모델에서, 콘텐츠는 사용자가 콘텐츠 9815(예컨대, 사진)을 선택하고 GUI가 계층 내 보다
깊은 층으로 전이하면, 콘텐츠와 관련된 옵션들의 메뉴 중 첫 번째 옵션(예컨대, 사진을 삭제하거나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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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옵션) 9820이 표시되는 것을 제외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행동할 수 있다. 도98c는 디바이스
의 컨트롤 9825에 대한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동작예를 도시한다. 컨트롤 엘리먼트는, 가능한 값의 범위에 걸
쳐 값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잡이와 같이 기능할 수 있다.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 입력(예컨대, 외곽
링을 우측 또는 좌측으로 회전시킴)은 컨트롤 엘리먼트 9825와 연관된 값 또는 상태 9830를 수정할 수 있다. 컨
트롤 엘리먼트가 수정한 값은 본질적으로(in nature) 상당히 연속적일 수 있고(예컨대, 카메라의 줌 레벨, 또는
텔레비전의

볼륨

레벨),

또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이산적일

수

있다(예컨대, 텔레비전의

채널).

특정

실시예에서, 컨트롤에 의해 수정된 값이 본질적으로 이산적인 케이스에 있어서, 특정 사용자 입력(예컨대, 외곽
링을 누름)에 의해 값이 선택될 수 있다. 도98d는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9835 및 그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기
능 9840에 대한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동작예를 도시한다. 일례로서, 디바이스의 각 모드 또는 기능(예컨대,
카메라 또는 증강 현실 기능)은 디바이스 상의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단일 층 내에서 전이(예컨대, 외곽링의
회전과 같은 특정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면 수행됨)를 통해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모드, 또는 기능
을 변경할 수 있다. 층간 전이(예컨대,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탭과 같은 특정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면 수행됨)를
통해 사용자는 선택된 애플리케이션, 모드, 또는 기능과 연관된 계층의 보다 깊은 층에 들어갈 수 있다(또는 그
층으로부터 나올 수 있음).
[0106]

도98e는 디바이스 상에서의 액션(예컨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9845에 대한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동작예를
도시한다. 일례로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캡쳐된 이미지가 선택될 수 있고, 그 선택된 이미지에 대하
여, 예컨대, 이미지 삭제, FACEBOOK에서 이미지 공유, TWITTER에서 이미지 공유, 또는 이미지를 첨부해 이메일
보내기와 같은 하나 이상의 액션이 사용가능할 수 있다. 이 예에서, "액션" 층 내에서 GUI 전이(예컨대, 외곽링
의 회전과 같은 특정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면 수행됨)를 통해, 사용자는 실시할 다른 액션들(different actions
to take)을 볼 수 있다. 층간 전이(예컨대,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탭과 같은 특정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면 수행
됨)를 통해 사용자는 선택된 액션과 연관된 계층의 보다 깊은 층에 들어갈 수 있다(또는 그 층으로부터 나올 수
있음). 이 실시예에서, 액션 9845을 선택하여 들어간 보다 깊은 층은 이차적인 정보 9850 또는 확인(예컨대, 애
플리케이션이 이미지 정보를 선택된 공유 디바이스에 보내고 있다는 확인)을 나타낸다. 확인 9855(예컨대, 이미
지가 전송되었다는 확인)이 보다 깊은 층에 또한 보여질 수 있다. GUI는 상위 층(예컨대, 액션 층)으로 자동 전
이할 수 있다. 하지만, 확인 정보를 포함하는, 계층의 보다 깊은 층이 존재할 수 있고, GUI는 사용자 입력에 의
해 또는 자동적으로 보다 깊은 층에 들어갈 수 있다. 도98f는 아이콘(예컨대, 상위-레벨 온/오프 옵션을 포함하
는 활성 아이콘 9860) 및 아이콘 상태의 스위칭 9865에 대한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동작예를 도시한다. 일례로
서, 디바이스와 통신적으로 페어링된(communicatively paired) 텔레비전은 예컨대 텔레비전 스크린과 같은 활성
아이콘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이 예에서, 디바이스/애플리케이션 상위 층 내에서 GUI 전이(예컨대, 외곽링의
회전과 같은 특정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면 수행됨)를 통해서, 사용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또는 그
밖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텔레비전은 오프이더라도 디바이스의 GUI 내 메뉴에 나타날 수 있지만, 텔레비전은 반
드시 온된 후 사용될 수 있다. 텔레비전이 오프일 때 9860, 사용자가 텔레비전(예컨대, 텔레비전 아이콘이 GUI
에 의해 디스플레이될 때 디스플레이를 탭핑함)을 선택하면, GUI는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계층의 보다 깊은 층의
상태로 전이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텔레비전은 온된다 9865. 텔레비전이 온되면, 그 텔레비전과 연관된 아이
콘(예컨대, GUI 내 모델의 상위 층에 디스플레이됨) 9870은 도98g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이 온되었음
9875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다. 사용자가 텔레비전(현재 온임)을 다시 선택하면, GUI는 계
층의 보다 깊은 층으로 전이할 수 있고, 이 층에서 텔레비전의 기능 또는 성능(예컨대, 볼륨 또는 채널 변경)이
노출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텔레비전을 다시 오프하기 위한 옵션은 계층 내 상기 보다 깊은 층의 최초 메뉴 아
이템이 되어서, 오프 기능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예컨대, 사용자가 우발적으로 텔레비전을 온으
로 한 경우). 특정 실시예에서, 텔레비전이 오프일 때 사용자가 텔레비전을 선택하면, 텔레비전은 온으로 될 수
있고 텔레비전과 연관된 아이콘은, GUI가 계층의 다른 층으로 또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전이하지 않고서,
텔레비전이 온되었음을 직접 나타내기 위하여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활성 텔레비전 아이콘은 페어링된 텔레비
전의 상태를 계층의 상위 레벨 내에서(예컨대, 메인 메뉴) 직접 나타낼 수 있다.

[0107]

도99는 이미지 캡쳐 애플리케이션용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의 선택(스크린 9900) 후에 도달하는 첫 번째 스크린 9902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라이브 뷰" 기능에 상응할 수
있다. 이미지 캡쳐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고정된 특징(비디오 모드 9904, 줌 9906, 또는 플래시 9908를 포함함)
은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의 홈 메인 기능 스크린 9902의 우측에서 사용가능할 수 있다.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또는 컨텍스트적으로 사용가능한 특징(예컨대, 캡쳐된 이미지 9910)은 홈 메인 기능 스크린의 좌측에서 사
용가능할 수 있다. 계층의 이 기능 층에서 선택 이벤트는 GUI 내에서, 그 계층 내 보다 깊고 중첩된 다른 층
(another nested layer even deeper within the hierarchy)으로 전이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 33 -

등록특허 10-2125560
"줌" 기능을 선택하면, GUI는 스크린 9912으로 전이할 수 있고, 이 스크린에서, 사용자는 카메라의 줌 설정을
임의의 적절한 입력(예컨대, 줌을 증가시키기 위한 외곽링의 우회전 또는 줌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곽링의 좌회
전)으로 제어할 수 있다. 유사하게, 사용자는 다른 특징들의 상태를 제어하고(예컨대, 플래시 특징을 온 또는
오프하고 9914, 또는 픽쳐 모드에서 비디오 모드로 스위칭 9916), 콘텐츠를 브라우즈하고(예컨대, 9918-9922),
계층의 보다 깊은 층(여기에서, 액션 9924~9930이 취해질 수 있음)으로 들어가고, 또는 계층의 또 다른 더 깊은
층(여기에서, 확인 9932-9938은 액션이 선택될 때 제공됨)으로 들어갈 수 있다.
[0108]

특정 실시예에서, 상호작용 레이아웃은 디바이스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을 구조화할 수 있다. 상호작용 레
이아웃은 임의의 적절한 상호작용 모델에 적용될 수 있고, 예컨대, 디바이스 GUI 내에서 임의의 특정 타입의 모
션이나 애니메이션에 종속적일 필요는 없다. 비록 상호작용 레이아웃의 구체적 실시예가 아래에서 설명되지만,
임의의 적절한 상호작용 레이아웃이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0109]

일례로서, 패닝 선형 상호작용 레이아웃(a panning linear interaction layout)는 디바이스 GUI의 상호작용및
전이 모델을 구조화할 수 있다. 패닝-선형-타입 GUI에서, 층 내의 엘리먼트 또는 특징은 현재 디스플레이된 엘
리먼트 또는 특징의 좌측 또는 우측에 배열될 수 있다. 외곽링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
과 같은 사용자 입력은 모델 계층의 단일 층 내에서 내비게이트한다. 일례로서, 외곽링을 일 회전 증분(one
rotational increment)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엘리먼트 또는 특징을 우측(예컨대, 다음 엘리먼트)에 디
스플레이할 수 있고, 외곽링을 일 회전 증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엘리먼트 또는 특징을 좌측(예컨
대, 이전 엘리먼트)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의 고속 회전은
GUI로 하여금 가속 브라우징(accelerated browsing)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단일 회전은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GUI를 단일 엘리먼트 또는 특징이 아니라 다수의 엘리먼트 또는 특징을 통해 전이
시킬 수 있다. 다른 사용자 입력은 모델 계층 내 층들(예컨대, 보다 깊은 층들 또는 보다 상위 층들) 사이에서
내비게이트할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터치-센서티브 층을 터치하거나 탭하면, GUI는 모델
계층에서 한 층 더 깊이 전이할 수 있다(예컨대, 사용자 선택을 확인하거나 또는 그 선택에 관련된 옵션을 제공
함). 터치 또는 탭 기반 입력을 대체한 또는 이에 더한, 사용자에 의한 임의의 적절한 입력은 GUI를 모델 계층
의 층들 사이에서 전이시킬 수 있다.

[0110]

다른 예로서, 사용자가 디바이스 내 터치-센서티브 층의 특정 영역(예컨대, "되돌아가기" 버튼으로 지정됨)을
누르거나,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터치-센서티브 층을 더블-탭하면, GUI는 모델 계층에서 한 층 더 높이 전이
(예컨대, 이전 층으로 전이)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오래 누르면, GUI는 홈 스
크린(예컨대, 클럭)으로 전이할 수 있다. 또한, GUI는 추가 사용자 입력 없이, 소정 시간 기간 후(예컨대, 타임
아웃 기간 후) 홈 스크린으로 전이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예컨대 외곽링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GUI는 동일 층 내에서 전이하고, 다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
먼트 또는 특징(예컨대, 동일 층 내 브레드크럼(breadcrumb) 아이콘)은, 현재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 또는
특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측 또는 좌측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

[0111]

도100a는 패닝 선형 상호작용 레이아웃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GUI 엘리먼트 10001, 10002, 10003 및
10004는 패닝-선형-타입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계층의 동일 층에 있다. GUI 엘리먼트 10002A, 10002B, 및
10002C는 계층의 제2 깊은 층에 있고, 엘리먼트 10002의 서브-엘리먼트이다. 일례로서, 제1 층은 본 디바이스와
페어링된 디바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고, 엘리먼트 10001는 자동차를 나타낼 수 있고, 엘리먼트 10002는 텔레비
전을 나타낼 수 있고, 엘리먼트 10003는 모바일폰을 나타낼 수 있고, 엘리먼트 10004는 가정용 온도조절장치를
나타낼 수 있다. 엘리먼트 10002A는 텔레비전용 볼륨 제어 엘리먼트일 수 있고, 엘리먼트 10002B는 텔레비전용
채널 제어 엘리먼트일 수 있고, 및 엘리먼트 10002C는 텔레비전용 사진 제어 엘리먼트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서, 사용자가 외곽링을 클릭(예컨대, 그 링을 하번 누름)하면 GUI는 계층에서 한 층 깊이 전이할 수 있고, 그
다음, 한 층 더 깊은 층의 서브-엘리먼트는 링을 회전시킴으로써 팬(panned)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사용자는
한 층 더 깊은 층의 서브-엘리먼트를, 링을 누름과 동시에 그 링을 회전시킴으로써 팬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사용자 입력이 층들 사이를 내비게이트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0112]

다른 예로서, 패닝 방사(또는 패닝 원형) 상호작용 레이아웃(a panning radial (or panning circular)
interaction layout)은 디바이스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을 구조화할 수 있다. 패닝-방사-타입 GUI에서, 층
내의 엘리먼트 또는 특징은 현재 디스플레이된 엘리먼트 또는 특징의 상측과 하측에 배열될 수 있다. 외곽링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과 같은 사용자 입력은 모델 계층의 층들 사이를 내비게이트한다.
일례로서, 외곽링을 일 회전 증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모델 계층에서 한 층 더 깊게 GUI를 전이시킬
수 있고(예컨대, 특정 애플리케이션 층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을 확인함), 외곽링을 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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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모델 계층에서 한 층 상위로 GUI를 전이시킬 수 있다(예컨대, 특정 애
플리케이션 층에서 이전 층으로 나감). 특정 실시예에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의 고속 회전은 GUI로
하여금 가속 브라우징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단일 회전 증분은 GUI를 계층의 단일층이 아
니라 다수의 층을 통해 전이시킬 수 있다. 다른 사용자 입력은 모델 계층의 단일 층 내에서 내비게이트할 수 있
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터치-센서티브 층을 터치하거나 탭하면, GUI는 다음 엘리먼트 또는 특징
으로 전이할 수 있다(예컨대, 현재 디스플레이된 엘리먼트 아래에 있는 엘리먼트로 전이). 다른 예로서, 사용자
가 디바이스 내 터치-센서티브 층의 특정 영역(예컨대, "되돌아가기" 버튼으로 지정됨)을 누르거나,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터치-센서티브 층을 더블-탭하면, 이전 엘리먼트 또는 특징으로 전이(예컨대, 현재 디스플레이된
엘리먼트 위에 있는 엘리먼트로 전이)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오래 누르면,
GUI는 홈 스크린(예컨대, 클럭)으로 전이할 수 있다. 또한, GUI는 추가 사용자 입력 없이, 소정 시간 기간 후
(예컨대, 타임아웃 기간 후) 홈 스크린으로 전이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예컨대 외곽
링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GUI는 다른 층으로 전이하고, 다음 사용자 인터
페이스 엘리먼트 또는 특징(예컨대, 다른 층에 있음)은, 현재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 또는 특징이 사라지
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 도100b는 패닝 방사 상호작용 레이아웃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GUI 엘리먼트 10001, 10002, 10003 및 10004는 패닝-방사-타입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계층의 동일 층에 있
다. GUI 엘리먼트 10002A, 10002B, 및 10002C는 계층의 제2 깊은 층에 있고, 엘리먼트 10002의 서브-엘리먼트
이다. 이전과 같이, 제1 층은 본 디바이스와 페어링된 디바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고, 엘리먼트 10001는 자동차
를 나타낼 수 있고, 엘리먼트 10002는 텔레비전을 나타낼 수 있고, 엘리먼트 10003는 모바일폰을 나타낼 수 있
고, 엘리먼트 10004는 가정용 온도조절장치를 나타낼 수 있다. 엘리먼트 10002A는 텔레비전용 볼륨 제어 엘리먼
트일 수 있고, 엘리먼트 10002B는 텔레비전용 채널 제어 엘리먼트일 수 있고, 및 엘리먼트 10002C는 텔레비전용
사진 제어 엘리먼트일 수 있다.
[0113]

또 다른 일례로서, 아코디언-타입 상호작용 레이아웃(an accordion-type interaction layout)는 디바이스 GUI
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을 구조화할 수 있다. 아코디언-타입 GUI에서, 여러 층 내의 엘리먼트 또는 특징은 원형
리스트 구조(circular list structure)로 배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방향에서 마지막 엘리먼트 또는 특징
(예컨대, 디바이스의 마지막 고정된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스크린을 넘어 그 제1 방향으로 리스트 구조 내에
서 회전하는 것(예컨대, 외곽링을 회전시킴으로써)은 제2 방향에서 마지막 엘리먼트 또는 특징(예컨대, 디바이
스의 최소 최근 사용된(least-recently used) 컨텍스트적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스크린으로 GUI를 전이시킬
수 있다. 제1 방향으로 회전을 계속하면, GUI는 컨텍스트적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스크린들을 통해 역순(예컨
대, 최소-최근 사용에서 최대-최근 사용(most-recently used)으로)으로 전이하게 된다. 유사하게, 최소-최근 사
용된 컨텍스트적 애플리케이션의 스크린을 넘어 제2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마지막 고정 애플리케이션과 연관
된 스크린으로 GUI를 전이시킬 수 있고, 제2 방향으로 회전을 계속하면, GUI는 고정 애플리케이션들의 스크린들
을 통해 역순(예컨대, 마지막 고정 애플리케이션에서 홈 스크린에 근접한 최초 애플리케이션으로)으로 전이하게
된다. 아코디언-타입 GUI에서, 현재 디스플레이된 엘리먼트 또는 특징은 그의 서브-엘리먼트 또는 서브-특징이
단일-층 리스트 구조의 일부가 되도록 확장(예컨대, 사용자가 선택하면)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서브-엘
리먼트를 갖는 엘리먼트 또는 특징은 자신이 서브-엘리먼트를 갖고 있음을, 예컨대, 서브-엘리먼트의 가시적 가
장자리(visible edge)를 통해서 타나낼 수 있다(디스플레이될 때).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외곽링의 회
전과 같은 사용자 입력은 모델의 단일 층 내에서 내비게이트하고, 이 단일 층은 선택된 엘리먼트 또는 특징의
서브-엘리먼트 또는 서브-특징뿐만 아니라, 엘리먼트들 또는 특징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서, 외곽링을 일
회전 증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우측(예컨대, 다음 엘리먼트)에 엘리먼트 또는 특징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외곽링을 일 회전 증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좌측(예컨대, 이전 엘리먼트)에 엘리먼트 또
는 특징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의 고속 회전은 GUI로 하여금
가속 브라우징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단일 회전 증분은 GUI를 단일 엘리먼트 또는 특징이
아니라 다수의 엘리먼트 또는 특징을 통해 전이시킬 수 있다. 다른 사용자 입력은 모델 내에서 엘리먼트 또는
특징의 선택과 확장을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터치-센서티브 층을 터치하거나 탭하
면, GUI는 디스플레이된 특징 또는 엘리먼트를 기존 층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서브-엘리먼트 또는 서브-특징
으로 전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사용자가 디바이스 내 터치-센서티브 층의 특정 영역(예컨대, "되돌아가
기" 버튼으로 지정됨)을 누르거나,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터치-센서티브 층을 더블-탭하면, GUI는 확장된 서브
-엘리먼트 또는 서브-특징을 축소하고(collapse), 리스트 내 엘리먼트 또는 특징으로 전이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오래 누르면, GUI는 홈 스크린(예컨대, 클럭)으로 또한 전이할 수 있다. 또
한, GUI는 추가 사용자 입력 없이, 소정 시간 기간 후(예컨대, 타임아웃 기간 후) 홈 스크린으로 전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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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예컨대 외곽링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GUI는 동일 층 내에서 전이하고, 다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 또는 특징(예컨대, 동일 층 내 브레드
크럼 아이콘)은, 현재 사용자 인터페이스 엘리먼트 또는 특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측 또는 좌측에서 나타
나기 시작할 수 있다. 도100c는 아코디언-타입 상호작용 레이아웃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GUI 엘리먼트
10001, 10002, 10003 및 10004는 아코디언-타입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의 동일 층에 있다. 엘리먼트 10002
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었으므로, GUI 서브-엘리먼트 10002A, 10002B, 및 10002C는 확장되고, 모델의 동일 층
의 리스트 구조에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GUI는 서브-엘리먼트 10002C에서 서브-엘리먼트 10002B로 전이하거나
또는 엘리먼트 10003으로 직접 전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서브-엘리먼트를 접기 원하면(예컨대, 엘리먼
트 10002와 연관된 스크린을 다시 탭하는 것과 같은 "되돌아가기" 입력을 통함), 리스트 구조는 GUI 엘리먼트
10001, 10002, 10003, 및 10004 만을 다시 포함할 수 있다.
[0114]

특정 실시예에서, GUI는 디바이스가 수신한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홈 스크린으로 내비게이트할 수 있다. 사용
자 입력은 터치-센서티브 층을 누르고 있기(pressing and holding; 예컨대, 오래 누름),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있기, 외곽링을 누르고(예컨대, 클릭킹) 있기, 외곽링을 쥐고 있기(squeezing and holding), 디바이스의 면(예
컨대, 디스플레이)을 커버링하기, 디바이스의 특정 센서를 커버링하기, 디바이스의 면을 하방향으로 돌리기, 소
프트웨어 버튼(여기에 설명됨)을 누르기,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버튼을 누르기, 디바이스를 흔들기(또는 그 밖의
적절한 제스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입력 또는 이들 입력의 임의 변형(예컨대, 보다 짧은 지속기간을 포함
함) 중 어느 것도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내에서 "되돌아가기" 위한 사용자 입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
101a~101b는 GUI 내 "되돌아가기" 소프트웨어 버튼 레이아웃의 예를 도시한다. 도101a에서, 디스플레이의 바닥
부 10110에서 사용자 터치 입력을 수신하면, GUI는 선택을 확인하거나 또는 모델 계층에서 한 층 더 깊이 전이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의 상부 10120에서 사용자 터치 입력을 수신하면, GUI는 모델 계층에서 되돌아 또는 한
층 상위로 전이할 수 있다. 도101b는 "되돌아가기" 영역 10130을 갖는 유사한 레이아웃을 도시하며, 이 영역
10130은 "되돌아가기" 내비게이션이 전이할 곳을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브레드크럼 아이콘(10135)을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터치-센서티브 층이 터치의 정확한 x-y 좌표를 판단하도록 동작할 수 있을 때)에서, 디스플레이의
임의 영역은 "되돌아가기" 영역, "확인/선택" 영역,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능 영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0115]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GUI는 특정 타입의 콘텐츠(예컨대, 리스트를 포함함)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
102a는 아이템의 수직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GUI의 예를 도시한다.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예컨대, 임의의 적
절한 입력 메커니즘 또는 타입)은 GUI의 선택 프레임 10210을 수직 리스트의 엘리먼트들 사이에서 이동시킬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선택 프레임 10210은 수직 리스트의 위로부터 수직 리스트
의 바닥을 향해 이동할 수 있다. 외곽링의 각 회전 증분(예컨대, 외곽링이 이산 증분(discrete increment)으로
이동하는 경우)은 선택 프레임 10210을 리스트의 아이템들 사이에서 하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선택 프레임은 고정되어 있을 수 있고(예컨대, 디스플레이의 중앙에 고정됨), 리스트의 아이템이 링의 회전 방
향에 따라서 상방향 또는 하방향으로 이동(한 번에 한 아이템씩)할 수 있다. 도102b는 아이템의 수평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GUI의 예를 도시한다.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예컨대, 임의의 적절한 입력 메커니즘 또는 타입)은
GUI의 선택 프레임 10210을 수평 리스트의 엘리먼트들 사이에서 이동시킬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시계방
향으로 회전시키면, 선택 프레임 10210은 수평 리스트의 좌측으로부터 수평 리스트의 우측을 향해 이동할 수 있
다. 외곽링의 각 회전 증분(예컨대, 외곽링이 이산 증분으로 이동하는 경우)은 선택 프레임 10210을 리스트 내
에서 한 아이템 이동시킨다. 도102b의 일례에서, 사용자가 링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킬 때, 선택 프레임 10210
은 디스플레이의 중앙에 고정되고 리스트의 아이템이 시계 방향 회전에 응답하여 좌측을 향해 이동(한 번에 한
아이템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된 리스트의 아이템은 고정되고, 선택 프레임 10210은 리스
트의 아이템들 사이에서 외곽링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

[0116]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GUI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연속(또는 실질적으로 연속)한 콘텐츠(예컨대, 차트나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예컨대, 임의의 적절한 입력 메커니즘
또는 타입)은 GUI의 선택 지시자(selection indicator)을 연속한 콘텐츠 사이에서 이동시킬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서,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은 수평방향, 수직방향 또는 그 사용자 입력에 맵핑된 그 밖의 방향에서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내로 이동시키거나 디스플레이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및 선택 지시자는, 존재 하는 경우, 일정
위치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도102c의 예에서, 온도 차트가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가 외곽링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킴에 따라, 선택 지시자 10220는 디스플레이의 중앙에 고정되고, 콘텐츠는 우측으로부터 디스플레이에 들
어오고 좌측을 향해 디스플레이 밖으로 나간다. 102d의 예에서, 큰 텍스트의 일부 10230가 디스플레이된다. 사
용자가 외곽링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킴에 따라, 추가 텍스트가 바닥으로부터 디스플레이에 들어오고 위를 향해
디스플레이 밖으로 나간다. 도103a~103d는 디바이스의 GUI에 디스플레이된 예시적 달력 애플리케이션을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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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103a에서, 사용자는 GUI가 옵션 "Go Up", "Weekly(주간)"(기본 설정임), "Monthly(월간)", 및 "Daily(일
간)"과 함께 원형 메뉴 10310을 디스플레이하도록, 외곽링을 클릭 또는 누를 수 있다(화살표 10305로 표시됨).
도103c에서, 사용자는 외곽링을 다시 클릭 또는 눌러서(화살표 10305로 표시됨), "Weekly" 선택을 확인하고,
GUI가 사용자 달력의 Weekly View(주간 뷰) 10320를 디스플레이하도록 할 수 있다.
[0117]

특정 실시예에서, GUI는 디스플레이보다 큰 사이즈의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GUI
는 모든 콘텐츠가 디스플레이 내에서 한 번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스케일 또는 크롭(scale or
crop)할 수 있다(또는, 그 밖에 축소하거나 또는 맞춤함(fit)). 다른 실시예에서, GUI는 콘텐츠 사이즈를 변경
하지 않고, 대신 예컨대, 스크롤링(여기에 설명됨)을 사용해 한 번에 일부분씩 사용자가 콘텐츠 사이에서 팬
(pan)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제공할 수 있다.

[0118]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원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GUI는 원형 내비게이션 및 메뉴 레이아웃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명세서는 임의 형상의 디스플레이, 및 GUI에 대한 임의의 적절한 내비게이션 또는 메뉴 레
이아웃을 고려한다. 메뉴 레이아웃은 예컨대, 사용자에게 GUI의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계층 내에서 사용자가 위
치한 곳에 대한 시각적 지시(indication)를 제공할 수 있다. 메뉴 레이아웃은 메뉴 옵션의 전체 뷰(overall
view) 뿐만 아니라 시각적 지시자를 또한 제공할 수 있고, 이 지시자를 통해 사용자는 서로 다른 타입의 메뉴
아이템들을 구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메뉴는 디바이스의 임의 적절한 배경 또는 콘텐츠 위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0119]

도104는 예시적 원형 메뉴 레이아웃을 도시하고, 이 레이아웃에서, 각 세그먼트 10410은 메뉴 내 하나의 아이템
또는 옵션을 나타내고, 10420과 같은 시각적 간극은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과 분리한다. 디폴트 또는 현재 선택
된 아이템 10430은 시각 디스플레이의 상부에 있고(하지만 디스플레이의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음), 사용자가
사용 도중 디바이스 디스플레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향시키더라도 디스플레이 상부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
다. 도105a-105b는 원형 메뉴에서 아이템을 브라우즈하는 예를 도시한다. 사용자는 외곽링의 시계방향 회전과
같은 입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메뉴 내 다음 아이템 10520(예컨대, 현재 선택된 아이
템 10510의 우측에 있음)이 선택을 위해 강조(highlighted)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중앙의 콘텐츠 10530는 사용
자의 회전 입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는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가 다른 입력(예컨
대, 소망의 메뉴 아이템이 강조된 후 외곽링을 누르거나 클릭킹 함)을 제공한 후에만 변화할 수 있다. 도105c105d는 외곽링을 회전시켜 원형 메뉴를 브라우즈하는 예를 도시하며, 메뉴의 다음 아이템 10550(예컨대, 시계방
향, 또는 현재 선택된 아이템 10540의 우측임)이 선택을 위해 강조된다. 이 예에서, 사용자의 입력은 또한 중앙
포인터(pointer) 10560을 회전시켜서, 현재-선택된 메뉴 아이템에 상응하는 강조된 메뉴 세그먼트를 가리킨다.
이 예에서, 디스플레이의 중앙에 있는 콘텐츠는 사용자의 회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변화한다.

[0120]

도106a~106c는 각각 디바이스의 GUI용 원형 메뉴 레이아웃의 서로 다른 정렬 및 배치를 도시한다. 원형 메뉴는
디스플레이의 가장자리에 직접 디스플레이될 수 있거나(도106a에 표시된 바와 같음), 또는 디스플레이의 더욱
내부에 표시되거나 또는 디바이스의 배경 위에 오버레이로서 표시될 수 있다(도 106b~106c로 표시된 바와 같
음). 도107a-107c는 디바이스의 GUI용 원형 메뉴 레이아웃의 다른 형태 및 정렬을 도시한다. 예로서, 메뉴는 원
형으로 배열된 라인 세그먼트(각종 가능한 사이즈임) 10710, 반원으로 배열된 라인 세그먼트 10720, 또는, 원이
나 반원으로 배열된 도트 10730 또는 10740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현재 선택된 또는 디폴트 메
뉴 아이템의 시각 지시자 10732는 디스플레이 중앙 상부에 머무를 수 있고, 메뉴 내 아이템의 시각 지시자
10734는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도107c). 다른 실시예에서, 현재 선택된
또는 디폴트 아이템의 시각 지시자 10732는 메뉴 내 아이템들의 지시자들(위치가 고정됨)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도107b). 특정 실시예에서, 세그먼트 또는 도트 대신에, 메뉴 내 아이템의 시각 지시자가 메뉴 아이템과
연관된 아이콘(예컨대, 브레드크럼 아이콘)일 수 있다. 도108은 원형일 필요가 없고 임의의 적절한 레이아웃일
수 있는 메뉴 레이아웃을 도시한다. 이 메뉴 레이아웃은 메뉴 아이템의 지시자 10810가 디스플레이 전반에 산재
된 레이아웃을 포함한다. 사용자 입력(예컨대, 외곽링의 회전)에 의해, 서로 다른 아이템들이 메뉴 레이아웃 내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시계방향으로 다음 메뉴
아이템 10820이 선택될 수 있다.

[0121]

도109a~109c는 현재 선택된 또는 디스플레이된 메뉴 아이템 10915의 좌측 및 우측(예컨대,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계층 내에서)에 있는 메뉴 아이템에 대한 서로 다른 메뉴 레이아웃들을 도시한다. 도109a에서, 모든 메뉴 아이
템 10910은 디스플레이 주변 원형 메뉴에 균등하게 분포된다. 도109b에서, 메뉴는 현재-디스플레이된 또는 선택
된 메뉴 아이템 10915의 우측에 있는 아이템과 좌측에 있는 아이템의 구분을 가리키는 간극을 포함한다(예컨대,
여기에 설명된 상호작용및전이 모델에 따름). 도109c는 현재-선택된 또는 디스플레이된 메뉴 아이템 10915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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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보다 좌측에 아이템 10910이 많은 예를 도시하고, 따라서 원형 메뉴의 좌측 세그먼트는 선택될 수 있는 다수
의 아이템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이즈가 조정된다. 메뉴 아이템의 수가 매우 큰 경우(예컨대, 40개의 캡쳐된 이
미지와 같이 특정 임계를 넘은 경우)에, 원형 메뉴의 세그먼트들은 사라질 수 있고, 사용자에게 제시된 시각 지
시자는 스크롤바 11020일 수 있다. 이 스크롤바 11020를 통해 사용자는 여러 메뉴 아이템 사이를 원형으로 스크
롤할 수 있다(도110a에 도시된 바와 같음). 다른 실시예에서, 유사한 스크롤바-타입 시각 지시자 11020을 통해,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값의 고정 범위 11030에서 절대(absolute) 또는 고정 값(예컨대, 카메라 줌 레벨)을 조작
할 수 있다(도110b에 도시된 바와 같음). 또 다른 실시예에서, 스크롤바-타입 시각 지시자의 길이는 사용자에게
특정 값의 레벨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디바이스의 외곽링을 사용하여 텔레비전의 볼륨을 제어
하는 경우, 사용자가 볼륨 레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링을 돌림(예컨대, 시계방향으로)에 따라, 시각 지시자
11120는 도111a-111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둘러싸거나 또는 거의 둘러쌀 때까지 더욱 길어진다.
[0122]

특정 실시예에서, GUI는 참조또는배경 콘텐츠의 아이템(item of reference or background content)을, 그 참조
또는배경 콘텐츠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는 가용한 액션 또는 기능의 지시(indication)와 함께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도112는 참조 콘텐츠 및 컨텍스트적 오버레이 액션 또는 기능의 GUI 내 예시적 레이아웃을 도시한다. 다
른 타입의 레이아웃(예컨대, 도시된 레이아웃들을 포함함)은 예컨대, 참조또는배경 콘텐츠를 가리는 것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참조또는배경 콘텐츠의 다른 타입에 기초하여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조또는배경
콘텐츠가 사람의 사진이면, 사진의 중앙을 가리지 않는 오버레이가 선택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참조또는
배경 콘텐츠(예컨대, 오버레이 뒤) 내 픽셀의 지각 휘도(perceptual brightness)는 픽셀 단위(pixel-by-pixel
basis)로 결정될 수 있다. 컨텍스트적 오버레이와 참조또는배경 콘텐츠(예컨대, 이미지) 사이의 콘트라스트
(contrast)가 매우 낮은(예컨대, 소정 임계에 근거함) 경우, 언더라잉 컬러(underlying color)를 반대 방향으로
억누르는 흐릿한 그림자 효과(blurred drop shadow)가 사용될 수 있다. 예시적 알고리즘은 오버레이 아래의 픽
셀을 결정하고, 그들의 채도(saturation)을 감소시키고, 시각 휘도를 반전(예컨대, 컬러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휘도는 컨트라스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선택됨)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언더라잉 참조또는배경 콘텐츠와 오
버레이 사이에 합성물(composite)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 도113a~113c는 참조또는배경 콘텐츠(여기서, 디바
이스의 카메라가 캡쳐한 이미지)로 구성된 컨텍스트적 오버레이의 예 11310-11350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
이, 컨텍스트적 오버레이는 사용자가 액션 또는 기능(예컨대, 이미지 삭제 11130 또는 이미지 공유 11325, 커피
숍 찾기 11330, 식당 찾기 11340, 또는 장소를 "좋아하는" 장소로 만들기 11350)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
용자에게 확인을 제공하고(예컨대, 이미지가 공유되었다는 확인 11320), 또는 사용자에게 그 밖의 타입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컨텍스트적 오버레이는 GUI의 메뉴 오버레이 내에서, 상호작용및전이 모
델 계층의 상위 레벨을 제외하고, 어느 곳에서나 사용될 수 있다.

[0123]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GUI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은 디바이스의 에너지 또는 배터리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일례로서, 아이콘은 그 자체가 얇은 흰색 필획(thine white stroke)으로 구성되고, 주로 검정 배경을 포
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 흰 컬러의 양이 매우 적어질 수 있으므로, GUI가 사용되는 동안
디스플레이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될 수 있다. GUI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은 또한 실시간 통지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폰 아이콘은 새로운 음성 메일의 개수를 알리는 통지를 포함할 수 있고, 이메일 아이콘
은 새로운 채팅 메시지의 개수를 알리는 통지를 포함할 수 있고, 전화 아이콘은 부재중 호출의 개수를 알리는
통지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GUI는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예컨대, 사진, 파일,
연락처, 통지 또는 스케줄)에 대하여만 흑백이 아닌 컬러를 디스플레이한다. 메뉴 아이템을 포함하는 다른 정보
는 흑백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0124]

특정 실시예에서, GUI가 한 엘리먼트(예컨대, 특징, 콘텐츠 아이템, 또는 아이콘)에서 다른 엘리먼트로 전이하
면(예컨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때), GUI는 시각적 전이 효과(visual transition effect)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이 전이 효과는 예컨대, 디바이스의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입력의 타입에 의존할 수 있다.
일례로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단일 터치는 특정 전이 효과들을 트리거할 수 있지만, 외곽링의 회전은 전이 효과
들의 다른(겹칠 수 있음) 집합을 트리거할 수 있다.

[0125]

특정 실시예에서, 터치-센서티브 층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은 전이 효과(중심-지향 확장(center-oriented
expansion), 방향성 슬라이딩(directional sliding), 및 스케일링 인 또는 아웃을 포함함)를 트리거할 수
있다. 도114a는 중심-지향 모드 또는 기능 확장 또는 스케일링 업을 도시한다. 도114b는 중심-지향 모드 또는
기능 축소(function collapsing) 또는 스케일링 업을 도시한다. 도115a는 아이콘의 중심-지향 스케일링 업을 도
시한다. 도115b는 아이콘의 중심-지향 스케일링 다운을 도시한다. 도116a는 비틀림 모션을 갖춘 중심-지향 아이
콘 스케일링 업의 예를 도시한다. 도116b는 비틀림 모션을 갖춘 중심-지향 아이콘 스케일링 다운의 예를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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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117a는 아이콘의 중심-지향 전개(unfolding) 및 외측 확장(expansion outward)을 도시한다. 도117b는 아
이콘의 중심-지향 접기(folding) 및 내측 축소(collapsing inward)을 도시한다. 도118a는 디스플레이에 수직으
로 슬라이딩하는 텍스트의 예를 도시하고, 텍스트는 언마스킹(unmasking)에 의해 드러난다. 도118b는 디스플레
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평 슬라이딩하는 텍스트의 예를 도시한다. 도118c는 디스플레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마스크된 영역(예컨대, 컨텍스트적 오버레이) 내에서 수평 슬라이딩하는 텍스트의 예를 도시한다. 도119a는 콘
텐츠 또는 아이콘에 대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수평적 슬라이드 전이를 도시한다. 도119b는 페이딩 효과
(fading effect)와 함께,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수평적 슬라이드 전이를 도시하며, 스크린을 나가는 아이콘 또는
콘텐츠는 일단 스크린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점진적으로 페이드 아웃되고, 스크린에 들어오는 아이콘 또는 콘
텐츠는 스크린 가장자리를 건넘에 따라 점진적으로 페이드 인된다. 도119c는 스케일링 효과와 함께, 우측에서
좌측으로 수평 슬라이드 전이의 예를 도시하며, 스크린을 나가는 아이콘 또는 콘텐츠는 축소되고, 스크린에 들
어오는 아이콘 또는 콘텐츠는 풀 사이즈(full size)로 스케일 업된다.
[0126]

특정 실시예에서, 외곽링의 사용자 회전은 시각적 전이 효과(줌잉, 방향성 슬라이딩, 블러링, 마스킹, 페이지
접기, 회전 움직임, 및 가속된 모션을 포함)를 트리거할 수 있다. 도120a는 외곽링의 저-가속 회전(lowacceleration rotation)에 응답한 전이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단일 회전 증분은, 반시계방향의 한 턴(예
컨대, 회전 증분)이 다음 엘리먼트(예컨대, 아이콘 또는 콘텐츠 아이템)를 좌측에서 우측을 향해 스크린에 들어
오게 하고, 또한 엘리먼트의 스케일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일 아이템에 상응할 수 있다. 도120b-c는 외곽링의
고-가속 회전(high-acceleration rotation)에 응답한 전이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에서, 반시계방향 단일 턴(예
컨대, 회전 증분)은, 사용자가 외곽링을 돌리는 것을 멈출 때까지, GUI를 다수의 엘리먼트들(사이즈를 스케일
다운하고, 좌측으로 스크린에 들어오고, 우측으로부터 스크린을 나갈 수 있음) 사이에서 신속히 팬(pan)시킬 수
있다. 사용자가 외곽링을 돌리는 것을 멈추면, 엘리먼트는 정상 사이즈로 스케일 업할 수 있고, 단일 아이콘 또
는 콘텐츠 아이템이 디스플레이를 메울 수 있다. 도121a는 GUI 내에서 전이의 예를 도시하며, 여기서 콘텐츠는
외곽링의 회전에 응답하여 줌인된다. 도121b는 GUI 내에서 전이의 예를 도시하며, 여기서 스크린1은 애니메이션
으로 "접히고(fold over)", 스크린2(예컨대, 다음 특징 또는 콘텐츠 아이템용)가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0127]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GUI는 사용자 모션을 고려하고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한 시각적 피드백을
생성하는 물리 모델을 포함할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에 의한 활성화 입력(activation input; 예컨대, 특정
제스처의 형태로)이 있다면, 사용자의 모션은 디바이스의 하나 이상 센서로부터의 입력을 통해 연속적으로 추적
될 수 있다. 시각적 피드백은 언더라잉 콘텐츠가 정지상태로 머무르는 동안, 사용자의 모션을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반영할 수 있고, 따라서 제스처가 등록될 수 있고, 시차(parallax)가 UI 특징 또는 컨트롤과 언더라인 콘
텐츠 사이를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물리 모델은 댐핑(damping)을 구비한 일반화된 스프
링 모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 아이템은 층에 배치될 수 있다. 보다 깊은 층은 물리 모델에서 "
보다 큰 강성(stiffer)"의 스프링을 가질 수 있고, 스프링은 아이템을 장소에 유지한다(holding items in
place). 따라서 디바이스가 움직일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바닥 층은 약간 움직이지만 상부 층은 더욱 움직여
서, 시차감(sense of parallax)을 만든다. 추가적으로, 스프링 모델은 댐핑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댐핑은 모션
이 지체되도록 하여, 더욱 유동적이고 부드러운 모션을 만든다. 도122는 GUI에서 물리 모델을 사용하는 예를 도
시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 100를 팔에 착용한다. 사용자가 팔을 하방향으로 움직이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예컨대, 전구) 12210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스크린 상의 언더라잉 콘
텐츠(예컨대, 배경 이미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타입의 플로팅 아이콘 또는 메뉴 아이템은 예컨대, 디스
플레이의 사이즈가 비주얼 크라우딩(visual crowding)때문에 많은 아이콘 또는 메뉴 아이템이 동시에 디스플레
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유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타입의 플로팅 거동(behavior)은 이벤트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통지 수단과 함께 또한 사용될 수 있다.

[0128]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GUI는 디폴트 스크린 또는 디바이스용 월페이퍼로서 면(face)을 포함할 수 있고,
이들 면은 상호작용및전이 모델 계층의 일부일 수 있다(예컨대, 계층의 상위 층에 또는 홈 스크린으로서). 여기
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들 면은 사용자의 활동(activity)에 대하여 자동적이며 컨텍스트적으로 응답할 수 있
는 변화 가능한(changeable)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드일 수 있다. 일례로서, 면은 사용자의 환경, 필요, 기호,
장소, 활동, 센서 데이터, 제스처 또는 스케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면의 가용성(또는 한 면에서 다른 면
으로 GUI 내 전이)은 컨텍스트적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달력에 스케줄된 다가오
는 이벤트를 가지면, 디바이스의 면은 다가오는 이벤트 정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달력 면으로 변화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사용자가 집 부근에 있다고 판단되면(예컨대, GPS 데이터에 기초함), 디바이스의 면은
홈-오토메이션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면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사용자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고 판단되면(예컨대, 심박수 또는 자극(arousal) 센서와 같은 다양한 생체 센서에 기초하거나, 또는 가속도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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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함), 디바이스의 면은 신체 단련(fitness) 모드로 변화하고, 사용자의 측정된 맥박, 칼로리 소모량, 활동
(예컨대, 달리기)을 시작한 후 경과된 시간, 및 현재 시간을 타나낼 수 있다. 임의의 적절한 센서 데이터(예컨
대, 생체 센서를 포함하는 센서, 초점 센서, 또는 운전 중 사용자의 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센서)는 사용자
에게 디스플레이할 적절한 면 및 컨텍스트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사용 이력(예컨대,
피트니스 수업과 같이, 사용자가 신체 단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하루 중 특정 시간)은 디바이스에 디스플레
이될 면을 또한 결정할 수 있다. 일례로서,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운동하는 경향이 있는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체
력 단련 모드에 대한 사용자의 필요를 예상할 수 있다. 컨텍스트적 면은 통지의 억제(예컨대, 사용자가 운전 중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디바이스가 착용되지 않은 경우)와 연관될 수 있거나, 또는 통지가 표현되는 방법의
변화(예컨대,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와 연관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면은 디바이스 상
의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될 필요는 없고,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상의 월페이퍼나 배경일 수 있다. 정보의
특정 채널(예컨대, 달력 피드(feeds), 건강 또는 활동 피드, 통지, 날씨 피드, 또는 뉴스)에 면이 전용
(dedicated)될 수 있다. 일례로서, 심각한 날씨 통보 또는 경보(예컨대 날씨 피드로부터 수신됨)는 날씨 면을
그 통보와 함께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시킬 수 있다. 면은 현재 시각을, 면의 타입에 상관없이, 디스플레이
(예컨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포맷으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면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사용자의 커스터
마이제이션 또는 기호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입력하거나(예컨대, 디바이스 또는 페어링된 디바이스 상의 관리
소프트웨어에 입력) 또는 디바이스가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예컨대, 시간 경과에 따른 모델(model over
time)을 만들기 위해 센서 및 사용(usage) 데이터를 이용함). 도123은 아날로그 시계 12310, 원형 메뉴 레이아
웃을 구비한 아날로그 시계 12320, 건강-모드 면 12330, 및 날씨 면 12340을 포함하는 면의 예를 도시한다. 도
124는 디바이스용 면 12410-12440의 세트 예를 도시하며, 이 면에는 달력과 약속 정보가 디스플레이된다.
[0129]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사지(limb)에 착용(사용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며, 또한 사용자에게 디
바이스를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될 수 있고, 증강현실(AR) 기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AR 기능성은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조준하기 위하여 몸의 모션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할 수 있으며, 몸 모션의 사용은 사용자
의 자기수용감각(sense of proprioception) 덕분에 높은 정확도의 조준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타입의 시
스템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오브젝트의 버전(예컨대, 디바이스의 카메라에 의해 캡
쳐됨)을 봄과 동시에 실세계의 오브젝트를 볼 수 있다. 이 AR 능력의 예는 도16에 도시된다. 이러한 AR 시스템
은 사용자 사지의 대향하는 측면 상에 있는 정렬된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꿰뚫어 보기(see through)"능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된 이러한 타입의 배치에 의해 다양한 AR 애플리케이션이 사용가능하게 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은 디바이스가 즉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용(immediate, opportunistic
use)을 허용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위임 모델(delegation model)이 디바이스에
제공되어, 프로세싱 요구사항 또는 에너지 사용의 관점에서 불이익을 적게 초래하거나 초래하지 않으면서, 디바
이스 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폭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자원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특정 실
시예에서, 디바이스는 다른 디바이스(예컨대, 네트워크를 통해 발견되거나 디바이스와 통신적으로 페어링된 부
근의 디바이스)를 제어하거나 그 다른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이 타입의 제어는 근접, 제스처 또는
종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페어링은 여기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포함
하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달성될 수 있다.

[0130]

도125는 디바이스용 자동 카메라 활성화 결정 흐름의 예를 도시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카메라가 사용가능으로
되었는지 여부 및 카메라의 자동 활성화(예컨대, 오브젝트 인식을 위함)가 사용가능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애플
리케이션 또는 디바이스가 있는 모드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상에서 자동 카메라 활성화
가 사용가능으로 된다(단계 12510). 이 특징이 사용가능으로 되고(단계 12520에서 결정됨), 또한 디바이스에서
충분한 CPU 용량(capacity)과 파워를 사용할 수 있으면(예컨대, 이미지로부터 관심 특징(feature of interes
t)을 계산하기 위함이고, 단계 12530에서 결정됨), 디바이스의 카메라(예컨대, 외향 카메라)는 하나 이상의 이
미지를, 사용자가 소정 시간 동안(예컨대, 착용식 디바이스 상의 관성 측정 유닛에 의해 검출되거나 또는 이미
지의 블러링에 의해 계산되고, 단계 12540에서 결정됨) 카메라를 조준 자세로 안정되게 잡고 있으면, 자동적으
로 캡쳐, 처리, 및 디스플레이한다(단계 12560). 다른 실시예에서, 카메라는 항상 활성화되고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카메라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이미지 캡쳐를 트리거한 경우에만(예컨대, 외곽링
누르기 또는 클릭킹, 디스플레이 탭핑, 단계 12550에서 결정됨), 이미지를 캡쳐하고 특징 인식을 수행할 수 있
다. 특정 실시예에서, 카메라가 활성화될 때(임의의 적절한 방법에 의함), 증강현실(AR) 기능성이 사용가능으로
될 수 있다. AR 기능성은 자동으로 사용가능으로 될 수 있다(예컨대,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 용량 및
파워에 달려있음).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임의의 적절한 사용자 입력을 통하여 AR 기능성을 명시적으로 사
용가능으로 할 수 있다. 사용자는 AR 기능성을 사용가능으로 하기 위해, 예컨대, 디스플레이에 터치 입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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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는 새와 같은 오브젝트를 캡쳐(예컨대,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새에 향하게 함)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된 새의 이미지를 터치할 수 있다. 이 액션은 디바이스의 AR 기능을 사용가능
으로 할 수 있어, 디바이스로 하여금, 예컨대, 새를 오브젝트로서 인식하게 하고 그 새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
게 주도록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AR 기능성을 사용가능으로 할 뿐만 아니라 AR
기능성을 사용하는 태스크(task)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제스처를 할 수 있다(예컨대, 디바
이스 카메라의 시야 내에서 타이핑 제스처를 함으로써 "가상" 키보드를 사용함).
[0131]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가 관심 특징(features of interest)을 계산할 능력을 갖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이미
지를 캡쳐하고, 그 이미지를 통신적으로 연결된 디바이스(예컨대, 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부근의 디바
이스) 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전송할 수 있으며, 이 통신적으로 연결된 디바이스 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에서 관심 특징이 원격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관심 특징이 결정되면, 인식된 오브젝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인
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로컬 데이터 카탈로그(local data catalo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가 발견되면, 관련
데이터는 인식된 특징과 함께 디바이스에서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0132]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그 폼팩터(form factor)가 작고, 가용 메모리, 프로세싱 및 에너지의 면에서 제한
될 수 있다. 위임 모델을 통해,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싱 태스크(예컨대, AR 기능성과 연관된 태스크)
의 일부를 예컨대, 부근 디바이스(예컨대, 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나 네트워크-기반 또는 인터넷-기반 서비스
에 위임할 수 있다. 일례로서, 위임 가능한 태스크에 대하여, 그 태스크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그 태스
크의 지연 감도(latency sensitivity), 프로세싱 요구사항, 및 네트워크 페이로드 사이즈를 포함하는 태스크의
특성(characteristics) 또는 프로파일을 시스템(예컨대, 디바이스 운영시스템의 커널(kernel))에 제공한다. 이
것은 전체 위임 가능한 태스크 중 위임 가능한 서브태스크(subtask)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태스크는
종종 파이프라인되기(pipelined) 때문에, 태스크 파이프라인의 인접 청크(contiguous chunks)는 위임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디바이스의 하나 이상의 특성을 측정하거나 또는 그 특성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디바이스의 특성은 디바이스의 정적 속성(예컨대, 설치된 총 메모리, 최대 CPU 속도, 최대 배터리
에너지,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최대 대역폭을 포함하는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디바이스의 특성은 또한 디바이스의 동적 속성(예컨대, 가용 메모리, 현재 CPU 용량, 가용 에너지, 현
재 네트워크 연결성, 네트워크-기반 서비스의 가용성, 하나 이상 사용자간 평균 사용자 거동의 기록(tally), 또
는 예측이나 예상된 태스크 프로세싱 시간(예컨대, 특정 사용 시나리오가 주어진 경우)을 포함하는 디바이스의
동작 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특성의 이전 및 현재 측정을 포함하는 모
델을 구비하여, 디바이스의 미래 거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태스크가 디바이스에서 수행되어야 하
는지 여부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태스크 특성이나 프로파일 및 이들 측정이나 모델에 기초하여, 시스템은 태스
크 또는 태스크 파이프라인의 하나 이상의 부분을 위임할지 결정(또는 위임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예컨
대, 디바이스의 가용 메모리가 태스크(예컨대, 비디오 재생)의 프로세싱을 지원할 수 없으면, 태스크의 하나 이
상의

부분은

위임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디바이스의

CPU

용량이

태스크

프로세싱을

지원할

수

없으면(예컨대, 기존 부하(load) 때문에 CPU가 최대 용량으로 실행 중인 경우), 태스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은
위임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디바이스의 배터리 레벨이 낮고, 태스크의 예상 프로세싱 시간 동안 배터리가 디
바이스에 에너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태스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은 위임될 수 있다. 또 다른 예
로서,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연결성이 낮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태스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은 위임되지 않을 수
있다(예컨대, 디바이스가 충분한 가용 메모리, CPU 용량 및 에너지를 갖는 경우). 또 다른 예로서, 디바이스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기반 서비스(예컨대, 프로세싱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서비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디바
이스가 적절한 네트워크 연결성(예컨대, 양호한 가용 대역폭)을 갖는 경우, 태스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은 위임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비디오 재생을 전형적(역사적)으로 위임하였다면, 비디오 재
생 태스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은 위임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태스크의 예측 프로세싱 시간(예컨대, 디바
이스 특성의 이전 및 현재 측정을 포함하는 모델에 기초하여 예측됨)이 일정 임계(예컨대, 수 분(several
minutes))를 넘으면, 태스크는 위임될 수 있다. 적절히 조합된 디바이스의 임의의 적절한 특성(예컨대, 정적 또
는 동적 속성)은 태스크의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디바이스 태스크의 임의의 적절한 특
성(예컨대, 태스크 프로파일 또는 그 태스크의 특성(지연 감도, 프로세싱 요구사항, 또는 네트워크 페이로드 사
이즈를 포함)을 포함함)은, 태스크를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단독으로 또는 디바이스 특성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디바이스의 임의 모델(예컨대, 디바이스 거동)은 단독으로 또는 디바이스 특성이나 태스
크 특성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또한, 태스크를 위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와 페어링된 디바이스들도 위임 모델을 포함할 수 있어서, 페어링된 디바이스(예컨대, 전
화기)는 동일 단계를 수행하고, 자신의 모델(에너지, 연결성, 실행시간 요구사항, 및 실행가능성(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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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에 기초하여 태스크를 위임받을 수 있다. 위임된 태스크는 페어링된 디바이스(예컨대, 전화기)에서 프
로세싱 또는 실행되어 완료되고, 위임된 태스크를 프로세싱한 결과는 디바이스에 반환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
에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연결성이 전혀 없을 때, 또는 그 디바이스의 범위 내에 페어링된 디바이스가 없을
때, 독립 모드(예컨대, 어느 프로세싱 태스크도 위임하지 않음)로 동작할 수 있다.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연결성
을 다시 획득하거나 또는 그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와 페어링되면, 태스크의 위임은 재개될 수 있다.
[0133]

도126은 디바이스의 위임 모델의 예시적 알고리즘을 도시한다. 이 예에서, 위임 가능한 태스크 프로세스는 디바
이스에서 시작한다(12610). 디바이스의 시스템은 전력 사용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다(12620)(예컨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 이력 12630 및 디바이스의 충전까지의 예상 시간 12640에 기초함). 이것에 기초하여, 시스템은 단
계 12650에서, 위임 가능한 태스크에 필요한 가동시간(uptime) 동안 충분한 충전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충분한 충전이 남아 있으면, 디바이스의 시스템은 전력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12660), 또한 위임
가능한 태스크를 디바이스 그 자체에서 프로세스할 수 있다(12670). 하지만 필요한 가동시간 동안 디바이스가
충분한 충전을 갖지 못하면, 디바이스는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에너지 상태를 결정(12690)하기 위해, 페어링된
디바이스(예컨대, 전화기)에 질의(12680)할 수 있다. 전화기의 예에서, 필요한 가동시간 동안 충분한 충전이 전
화기에 남아 있으면, 태스크는 전화기에서 프로세스될 수 있다(12694). 하지만 충분한 충전이 전화기에 없으면,
시스템은 단계 12694에서, 디바이스가 인터넷-기반(예컨대, 클라우드) 또는 그 밖의 네트워크-기반 서비스에 연
결성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연결성을 갖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그 프로세스를 전화기에 위임할 수 있다
(12694). 연결성이 있으면, 디바이스는 그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에 위임할 수 있고(12696), 태스크는 클라우드에
서 프로세스되고 결과는 나중에 디바이스로 반환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위임 가능한 태스크를 하나
이상의 페어링된 디바이스(예컨대, 모바일폰 또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인터넷 서비스에 분할 방식으
로 위임할 수 있다. 즉, 디바이스는 프로세스 또는 위임 가능한 태스크의 위임 가능한 서브-태스크를 서로 다른
장소에 위임할 수 있다.

[0134]

본 명세서는 특정 디바이스(또는 디바이스의 계열(family) 또는 범위(range))용 위임 모델이 동적이거나 컨텍스
트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일례로서, 위임 모델은 가용 메모리, CPU 용량, 특정 디바이스(또는 디바이스
의 계열)의 가용 에너지, 및 시간 흐름에 따라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인자(factor)를 고려할 수 있다. 위임 모
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예컨대, 대역폭 및 지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및 각각의 용량)의 가용성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도127을 참조하면, 제1 위임 모델
12710(이 모델은 예컨대, 다음 일 년 내에 제조되는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대부분의 프로세싱
은 디바이스 및 페어링된 디바이스(예컨대, 스마트폰) 간에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고, 오직 소량의 위임만이 클
라우드-기반 서비스의 서버에 분배된다. 제2 위임 모델 12720(이 모델은 예컨대, 삼 년 기간 내에 제조되는 디
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대부분의 프로세싱은 디바이스에 의해 국소적(locally)으로 처리될 수 있
다(예컨대, 메모리, CPU, 및 작은 폼팩터 내 에너지 용량의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임). 이 제2 모델에서, 일부
프로세싱은 서버에 위임될 수 있고(예컨대, 개선된 네트워크 연결성 때문에, 제1 위임 모델에서보다 위임량이
많음), 오직 소량만이 국소적으로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위임될 수 있다. 제3 위임 모델 12730(이 모델은
예컨대, 오 년 기간 내에 제조되는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프로세싱 태스
크는 디바이스 및 클라우드-기반 서비스의 서버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고, 국소적으로 페어링된 디바이스에는
프로세싱이 위임되지 않거나 거의 위임되지 않는다. 위임 모델이 고려하는 요인이 동적이므로, 임의 개수의 위
임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일례로서, 디바이스는 하나의 위임 모델에 따라서,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태스크를
국소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한, 디바이스는 다른 위임 모델에서,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태스크를 위임할 수
있다.

[0135]

디바이스는 페어링된 다-프로세싱(processing-rich) 디바이스(예컨대, 전화기, 컴퓨터, 태블릿, 텔레비전, 셋톱
박스, 냉장고, 세척기 또는 건조기)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에너지 비축량 또는 이들(페어링된 디바이스 및 인
터넷 서비스) 각각과의 연결 대역폭에 기초하여, 기능성을 위임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성능 프로
세서를 구비한 디바이스는 에너지양이 적을 때,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위임할 수 있고, 페어링된 디바이스가 충
분한 전력 비축량을 갖지 않을 때 인터넷 서비스로의 위임을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하게, 디바이스의 시스템은
인터넷 접속이 높은 지연을 나타내면, 데이터 전송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국소적으로 프로세스하는 것을 선
택할 수 있다.

[0136]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한 애플리케이션 전체 또는 한 애플리케이션의 일부를 페어링된 디바이
스에 위임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기반(per-application basis)으로 일어날 수 있다.
타겟 디바이스(예컨대, 텔레비전) 상의 애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에 위임될 때, 타겟 디바이스는 요청(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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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페어링된 연결(스마트폰이나 개인 컴퓨터와 같은 중개 디바이스를 통할 수 있음)을 통해 전송하여, 그 애플
리케이션을 디바이스 상에 로드(load)할 수 있다. 그 후, 디바이스는 페어링된 디바이스(예컨대, 텔레비전) 상
에서 실행 중인 서버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할 수 있다. 유사하게,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중인 애플리케
이션은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위임될 수 있다(예컨대, 디바이스 상에서의 비디오 재생은 페어링된 텔레비전 상에
서의 재생으로 위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가 제1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고, 디바이스의 사용자
가 제2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면, 디바이스는 제1 애플리케이션의 태스크를 자동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디바이스(예컨대, 페어링된 텔레비전)에 의해 프로세스되도록 할 수 있다.
[0137]

도128은 위임 모델에 따른 디바이스의 동작의 예시적 결정 흐름을 도시한다. 이 예에서, 이미지-캡쳐 애플리케
이션은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되고 있다. 장면은 디바이스 상에서 캡쳐되고(12810), 디바이스는 자신이 이미지
특징 계산을 위한 충분한 CPU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한다(12820). 디바이스가 충분한 CPU 용량을 가지고 있
으면, 디바이스는 장면 내 관심 특징을 국소적으로 계산한다(12830). 디바이스가 충분한 CPU 용량을 가지고 있
지 않으면, 우선 디바이스는 자신이 더 큰 프로세싱 용량의 다른 디바이스(예컨대, 모바일폰 또는 개인 컴퓨
터)와 통신적으로 페어링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다(단계 12840). 그러한 디바이스와 페어링되어 있다면, 디바이
스는 데이터를 그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송신하고, 페어링된 디바이스는 이미지 내 관심 특징을 계산할 수 있다
(12850). 그러한 디바이스와 페어링되어 있지 않다면, 디바이스는 자신이 인터넷-기반(예컨대, 클라우드) 서비
스에 연결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다(12860).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디바이스는 더 이상의 액션을 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다면,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송신하고, 그 서비스는 장면 내 관심 특징을 계산할
수 있다(12870). 관심 특징은 예컨대, SURF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해(계산이 되는 어느 곳
에서든) 계산될 수 있다. 이 예에서, 관심 특징은 어떤 매치가 발견되는지 여부( 및 발견되는 경우, 관련 관심
정보(relevant information of interest))를 결정하기 위하여, 로컬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기반 서비스에 비교
될 수 있다(12880). 매치가 발견되면(12890), 결과는 디바이스 상에서 사용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매치가 발견
되지 않으면, 추가로 취해지는 액션은 없다.

[0138]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카메라 또는 다른 광학 센서는 사용자가 행한(예컨대, 카메라와 실세계의 타겟 사
이의 공간에서) 임의의 제스처를 인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제스처는 제시된 데이터(예컨대, 텍스트를
포함한 광고(sign)와 같은 실세상 타겟)에 대해 행동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는 증강 현실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특정 아이템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광고의 단어를 가리켜서, 디바이스로
하여금 그 단어를 번역하고 그 번역물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게 할 수 있다. 도17은 디바이스의 카메라가
캡쳐한 2개의 이미지 예를 도시한다. 일례로서, 트럭 1725 및 디바이스 사용자의 손 1720은 모두 디바이스의 카
메라 1705의 시야각 내에 있고, 디바이스에 의해 디스플레이된다(1710에 나타내짐). 이로써, 트럭에 대해 사용
자가 행한 제스처는, 예컨대 AR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디바이스에 의해 인식되고 처리될 수 있다. 두 번째 예로
서, 트럭만이 카메라의 시야각 내에 있고(1715에 나타내짐), 이로써, 사용자가 행한 제스처는 디바이스에 의해
캡쳐되거나 인식되지 않는다. 디바이스는 제스처 인식을 위임할 수 있다.

[0139]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그 디바이스 카메라의 시야 프레임(frame of view) 내에 오브젝트 또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 또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가 오브젝트를 인
식하는 다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서, 사용자가 행한 제스처(예컨대, 특정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포인
팅 제스처)는 디바이스 상에서 AR 기능성을 사용가능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디바이스로 하여금 오브젝트를 인식
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자동 오브젝트 인식은 예컨대, 사용자가 카메라를 일정 시간동안 특정 오브젝트
(예컨대, 텍스트 부분) 상에 위치시킬 때, 일어날 수 있다. 제3의 예로서, 디바이스의 카메라가 관심 오브젝트
를 캡쳐했을 때 사용자는 예컨대, 디스플레이를 탭하거나 터치하여(또는, 예컨대, 외곽링을 클릭함), 오브젝트
인식

또는

AR

기능성을

명시적으로

사용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

전역

오브젝트

인식(global object

recognition)은, 일부 경우에, 계산 집약적일 수 있고 또한 오류 발생이 쉬울 수 있다(error-prone). 이로써,
특정 실시예에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 세트(limiting set)(예컨대, 잡지나 카탈로그의 페이지, 또는
나뭇잎이나 책표지와 같은 특정 오브젝트 타입의 카탈로그)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지로부터 특징 벡터를 계산
하는데 다수의 선택이 존재하며, 이들로부터 디바이스의 시스템 설계자는 채택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서로
다른 접근법들 사이에서 특징 벡터의 전환은 계산 면에서 고가이고, 따라서 가능한 매치들의 데이터베이스의 선
택(choice of the database of possible matches)이 디바이스에 복제될 수 있다. 특징 벡터의 계산은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위임될 수 있다.
[0140]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다양한 타입의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다. 이들 바코드는 인터넷-기반 서비스에,
바코드된 아이템을 구매하고, 리뷰하고 또는 추후 리뷰하기 위해 북마크하는 옵션에 더하여 추가 데이터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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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차원 바코드는 일반적으로 직접 판독될 수 있지만, 디바이스의 시스템은 인식
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소형 또는 일차원 바코드용 추가 근접-초점 모드(addition close-focus mode)
를 제안할 수 있다. 시스템이 바코드를 디코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스템은 카메라로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고,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원격 디바이스에 인식을 위임할 수 있다. 도129a~129d는 바코드 인식
모드의 예를 도시한다. 디바이스는 아이템에 향하여 지고(129A), 아이템을 인식하고(129B), 아이템에 관해 인터
넷으로부터 획득한 부가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129C), 및 아이템 구매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29D).
[0141]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번역 기능성은 2개의 부분으로 분할될 수 있다: 광학문자
인식(OCR), 및 인식된 문자, 단어 또는 구문의 번역. OCR은 디바이스에서 완료될 수 있거나, 또는 디바이스가
번역할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임(예컨대, 페어링된 프로세싱 디바이스에 위임)될 수 있다. 단순 단
어 번역은 디바이스에서 수행될 수 있거나 또는 위임(예컨대, 페어링된 프로세싱 디바이스에 위임)될 수 있다.
여기에 설명된 다른 기능성과 마찬가지로, 인식이나 번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필요에 따라서 위임될 수 있다.
사용자는 도1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번역될 단어(예컨대, 단어 "Warning")를 가리키기 위해 제스처를 선택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개별 단어는 흰 공간에 의해 둘러싸일 수 있으므로, 시스템은 번역을 시도하기 전에 단어를
분할(segment)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디바이스가 OCR을 작은 지연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디바이스는 자신이
올바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텍스트를 사용자에게 나타
낼 수 있다. 자동 OCR이 사용가능으로 되면, 디바이스는 외향 카메라의 시야각 내에 있는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식별하고, 식별된 이미지에 관한 정보를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에 제시할 수 있다. 자동 번역이 사용가능으로 되
면, 디바이스는 외향 카메라의 시야각 내에 있는 텍스트를 자동적으로 식별하고, 번역된 텍스트를 디바이스 디
스플레이에 제시할 수 있다.

[0142]

도131a-131d는 여기에 설명된 다양한 증강 현실 모드(바코드 인식 모드(131A), 이미지 인식 모드(131B), OCR 및
번역 모드(131C), 및 오브젝트 인식 모드(131D)를 포함)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의 예를 도시한다.

[0143]

도132는 디바이스용 증강 현실 시스템에 대한 전체 액션 흐름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는 이미지 캡쳐 애플리케
이션을 예시하지만, 디바이스 상 임의의 적절한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는 유사한 흐름을 따를 수 있다. 추가적으
로, 디바이스가 이미지를 캡쳐한 후 그 디바이스가 결과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전에 임의의 태스크(적합
하면)는 디바이스에 의해 위임될 수 있다. 이 예에서, 디바이스 카메라에서 이미지가 캡쳐되고(이미지 캡쳐 섹
션 13210), 프리-프로세싱되고(섹션 13220), 특징이 추출 및 인식되어 이미지 인식 결과를 생성하고(섹션
13230), 임의의 오브젝트가 인식될 수 있다(섹션 13240). 오브젝트 데이터는 디바이스 사용자에 의한 액션을 위
해 포맷될 수 있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증강 현실 모드를 활성화(예컨대, 사용자 제스처를 통하거나, 디바이
스의 카메라로 오브젝트를 소정 시간 동안 가리킴으로써)하고 13211, 디바이스 카메라 13213는 그 카메라 뷰 내
의 이미지 13212를 캡쳐(예컨대, 사용자 입력 또는 자동 카메라 활성화와 같은 트리거 이벤트에 기초함)하여 카
메라 이미지 13214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프리-프로세싱 스테이지 13220에 진입할 수 있다. 프리-프
로세싱 13220은 예컨대, 콘트라스트 향상,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변환, 선예화(sharpening), 또는 다운-샘플
링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카메라는 전반적으로 증강 현실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고, 증강 현실
모드에서 카메라 전방의 무엇이든 프로세싱되고 인식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카메라는 특정 모드(예컨대,
OCR, 바코드 또는 시각 마커(visual marker))에서 동작할 수 있고, 그 모드에 있을 때 특정 아이템만 인식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이미지가 형상, 심볼, 또는 형상이나 심볼의 단체(organization)를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예컨대, 카메라 또는 디바이스가 OCR 모드, 바코드 모드, 또는 시각 마커 모드에 있다고 결정됨), AR
이미지 프로세싱은 제1 경로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제1 경로는 예비 프로세싱(preliminary processing) 13221에
서 시작하고, 세그먼테이션 13231(이것은 예컨대 글자 또는 단어와 같은 심볼 또는 심볼 그룹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진행하고, 광학 문자 인식 13234(예컨대, 이미지가 문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이러한 문
자가 어떤 문자인지 결정함), 바코드 인식 13235(예컨대, 이미지가 바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바코
드를 인식함), 또는 시각 마커 인식(예컨대, 다른 타입의 시각 마커를 인식함) 13236(예컨대, 그 밖 모든 타입
의 시각 마커에 대하여 인식함) 중 하나 이상을 시작한다. 제1 경로의 결과는 오브젝트 인식기 13242에 보내진
다. 특정 실시예에서, 이미지가 반드시 알려진 것은 아닌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AR 이미지 프로세
싱은 제2 경로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제2 경로는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13222에서 시작한다(예컨대,
여기에서, 가장자리 또는 라인의 존재, 라인들의 각도 변화, 가장자리, 관심 지점, 또는 패턴이 캡쳐된 이미지
내에서 검출됨). 제2 경로는 이미지 인식 13232으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이미지의 특징은 인식 데이터베이스
13233(이 데이터베이스는 예컨대 디바이스에, 국소적으로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또는 원격 서버나 컴퓨터에 있
을 수 있음)로부터의 특징 데이터와 비교된다. 이미지 인식 비교의 결과 13237가 제공되고, 오브젝트 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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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2에 보내진다. 오브젝트 인식 섹션 13240에서, 제1 경로와 제2 경로는 오브젝트 인식기 13242에서
수렴한다. 여기서,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13241로부터의 결과는 오브젝트를 인식하는데 사용된다(예컨대, 이미
지 인식 데이터베이스 13233을 사용해 인식된 전화기는 특정 브랜드와 모델의 전화기임이 인식됨). 인식기
13242가 인식한 오브젝트에 관한 오브젝트 데이터 13243(예컨대, 인식된 전화기 모델의 가격, 또는 전화기를 구
매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될 수 있다. 텍스트에 대하여, 정의 또는 번역물이 생성될 수 있고, 이들은 사용자에
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바코드에 대하여, 인식된 오브젝트에 대한 제품 정보나 구매를 위한 링크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은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데이터는 완전히 기술적(descriptive)이거나(예컨
대, 전화기의 가격) 또는 능동적일 수 있다(예컨대, 사용자가 전화기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링크). 데
이터가 액션 데이터 13244를 포함하면, 액션 제어기 13250( 디바이스의 사용자를 위해 GUI를 제어, 포맷 및 출
력함)는 능동 데이터(예컨대, 전화기 구매를 위한 링크)를 포함하는 UI를 사용자에게 나타낼 수 있다(13255).
사용자가 액션을 선택하면(13260; 예컨대, 링크를 클릭함), 액션 제어기는 사용자에게 액션 UI를 나타내고
(13265; 예컨대, 링크의 오픈), 및 액션이 확인되면(13270), 그 액션이 수행된다(13275; 예컨대, 링크와 연관된
웹페이지를 실제로 오픈함).
[0144]

도133은 네트워크 환경의 예를 도시한다. 여기에 설명된 같이,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13310는 다른 디바이
스(예컨대, 부근 디바이스)와 페어링될 수 있다. 이 디바이스는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personal area
network) 13320(동일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 LAN(local area network)에 브리지(bridge)할 수
있음)에 직접 연결되거나, 또는 이 디바이스는 LAN 13330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는
예컨대, 블루투스, NFC, 또는 ZIGBEE와 같은 비-WI-FI 무선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는 예컨대, 스마트 미디어 게이트웨이 13322(예컨대, 미디어 서버), 스마트 TV 13324, 다른 프로세싱 프로바이
더 13326, 또는 전화기 13328를 포함할 수 있다. 전화기 13328를 통해 디바이스는 셀룰러 네트워크 13340에 접
속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로부터 인터넷 13350에 접속할 수 있다. LAN 13330은 예컨대, 인증이 있거나 없는
WI-FI를 포함할 수 있다. LAN은 예컨대, 로컬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라우터(local wireless network router)
13332, 스마트 미디어 디바이스 13334, 스마트 가전제품 13336, 홈 오토메이션 기술 13338을 포함할 수 있다.
LAN은 예컨대, 로컬 라우터 13332를 통해 전역 인터넷 13350에 접속할 수 있고, 이 전역 인터넷은 인터넷 서비
스(예컨대, 독점적(proprietary) 클라우드 서비스 13352 또는 그 밖의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 13354)에 접속한
다. 본 디바이스는 직접 액세스(예컨대,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통함)를 통하거나 LAN을 통하여, 일부 디
바이스에 도달할 수 있다. 본 디바이스가 도달할 수 있는 이들 디바이스는 본 디바이스와 페어링되고, 본 디바
이스에 의해 제어될 수 있거나 또는 본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다. 본 디바이스는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또는 LAN에 예컨대, 임의의 적절한 RF 기술을 사용해 접속할 수 있다. 도1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변 타겟 디
바이스로의 페어링은 RF 네트워크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본 디바이스는 무엇이 "부근"에 있는
지 알 수 있다. 페어링은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컨대, 애드혹(ad-hoc) 또는 피어-피어(peer to peer) 네
트워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는 802.11 와이어리스와 같은 중재(mediated) 네트워크(예컨대, LAN)를 사용할
수 있다. 이웃(neighborhood)이 확립되면, 본 디바이스는 부근 디바이스에게 페어링 모드로 진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직접 이루어지거나, 매우 많은 연결 옵션을 갖는 페어링된 프로세싱 디바이스(예컨대, 모바
일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타겟 디바이스가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면, 타겟 디바이스는 그들의 페어링 신
호를 내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디바이스는 그 디스플레이 상에 시각 태그(visual tag)
를 나타낼 수 있고, 다른 디바이스들은 NFC 태그를 사용가능으로 만들어, 스캐너가 그들을 식별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리스트로부터의 선택 또는 핀코드에 의한 선택과 같은 다른 방법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디
바이스가 페어링 타겟으로 고유하게 식별되면, 본 디바이스는 페어링을 완결하기 위하여 그 타겟 디바이스와 보
안 토큰(security token)을 교환할 수 있다.

[0145]

도134는 타겟 디바이스를 본 디바이스와 페어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타입의 페어링 기술의 예를 도시한
다. 타겟 디바이스(전화기와 같은 스마트폰일 수 있음)는 수동 NFC 태그 13402 또는 능동 NFC 송신기 13404(본
디바이스의 NFC 태그 판독기 13420 및 NFC 디코더가 인식할 수 있음); NFC 디코더 13406(본 디바이스의 NFC 태
그 기록기 13422가 기록한 NFC 태그를 인식할 수 있음), 수동 시각 태그 13408(예컨대, 스티커), 바코드 13410,
또는 그 밖의 디스플레이 정보 13412(본 디바이스의 카메라 13424가 인식할 수 있음); 또는 다른 페어링 시스템
13416을 포함할 수 있다. 타겟 디바이스의 능동 태그 발생기 13414는 디스플레이 정보 13412를 생성하거나 또는
정보를 그 타겟 디바이스의 다른 페어링 시스템 13416에 제공할 수 있다(정보는 본 디바이스의 미러 페어링 시
스템(페어링 코드 디코더 13438을 구비함) 13426에 의해 인식될 수 있음). 본 디바이스는 데이터를 다른 타겟
디바이스(본 디바이스에 페어링될 수 있음)에 송신하기 위하여, NFC 태그에 이 데이터를 기록(예컨대, NFC 태그
기록기 13422에 의함)할 수 있다. 본 디바이스가 기록한 태그는 타겟 디바이스 상의 NFC 태그 디코더 1340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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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인식될 수 있다. 본 디바이스는 바코드 디코더 13430, 시각 태그 디코더 13432, 이미지 인식기 13434, 또
는 그 밖의 이미지-기반 디코더 13436(예컨대, QR 코드, 로고, 또는 LED의 깜박임 패턴용 디코더)를 포함하는
다수의 디코더 중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디코더 모두는 본 디바이스의 카메라 13424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본 디바이스가 페어링 정보를 수신하고 인식한 후, 본 디바이스는 타겟 디바이스와의 페어링을 진행하
기 위해, 관련 정보를 디코드(예컨대, 다양한 디코더를 통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페어링은 모션을 사
용해 달성될 수 있다―모션-센서티브 타겟 디바이스(예컨대, 모바일 폰)를 본 디바이스와 동일한 손으로 쥐고
움직임으로써, 그 타겟 디바이스를 본 디바이스에 페어링할 수 있다(예컨대, 양 디바이스가 가속도계를 포함하
면, 유사한 패턴의 모션이 검출되고, 디바이스들을 페어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고정된 타겟
디바이스를 본 디바이스와 동일한 손으로 쥐고 있는 동안 그 고정된 타겟 디바이스를 랜덤 패턴으로 탭핑함으로
써, 그 고정된 타겟 디바이스를 본 디바이스에 페어링할 수 있다(예컨대, 양 디바이스가 터치 감지를 포함하면,
유사한 탭핑 패턴이 검출되고, 디바이스들을 페어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페어링은 오디오를 사
용해 이루어질 수 있다―본 디바이스와 타겟 디바이스 모두가 오디오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용자는 양
디바이스가 검출하는 소리를 내어(예컨대, 구절을 말함(say a phrase)) 페어링을 설정할 수 있다. 디바이스의
임의의 적절한 기술(예컨대, 증강 현실 기능을 포함)은 로컬 디바이스와 페어링하고 또한 로컬 디바이스를 제어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디바이스와 타겟 디바이스 각각은 다른 가능한 중재 네트워크 디바이스 13440에 접
속할 수 있고, 또한, LAN 13450에 접속할 수 있다.
[0146]

도135는 타겟 디바이스와 본 디바이스를 페어링(예컨대, 여기에 설명된 임의의 방법을 사용함)하는 예시적 프
로세스를 도시한다. 페어링 모드가 사용가능으로 되면(13510), 본 디바이스는 RF 네트워크가 페어링 가능한 타
겟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결정한다(13512).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추가로 취해지는 액션은 없다(예컨대,
디바이스는 주기적으로 스캔을 계속할 수 있음). 포함하고 있으면, 디바이스는 페어링 가능한 디바이스에게 페
어링 모드로 진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3514). 그 후, 계속해서 디바이스는 가용한 타겟 디바이스를, 다른
가용한 기술을 통해, 스캔(임의의 순서로, 또는 병렬 방식으로)할 수 있다. 스캔은 NFC 태그 스캔 13516, 카메
라 시야각 내 시각 태그 스캔 13518, 카메라 시야각 내 바코드 스캔 13520, 또는 그 밖의 방법 13522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한 방법을 통해 타겟 디바이스가 검출되면, 그 타겟 디바이스는 본 디바이스와 페어링된
다(13524). 페어링이 일어나면, 본 디바이스는 페어링된 디바이스(들)를 제어하기 위한 메뉴 아이템을 사용자에
게 나타낼 수 있다. 본 디바이스는 페어링된 디바이스에 대해 시각 및 모션 기반 제스처 제어를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페어링된 텔레비전의 채널을 변경하기 위해 제스처(예컨대, 손을 흔듦)를 할 수 있
고, 또는, 본 디바이스로부터 페어링된 디스플레이에 비디오 미디어를 전송하기 위하여 핀칭 제스처를 할 수 있
다(예컨대, AR 기능성을 사용함). RF 네트워크상에서 중재된 디바이스 제어는 국소적이며 안전할 수 있다(local
and securable). 도136은 페어링되고 제어되는 텔레비전에 대하여 본 디바이스에서 사용가능으로 된 예시적 컨
트롤(활성 ON/OFF 아이콘 13610, 선호 채널 13620, 현재 채널 디스플레이 13630, 및 볼륨 13640을 포함)을 도
시한다. 여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로부터의 임의의 적절한 입력이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기능성을 제어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스처 입력, 클릭 또는 누르기 입력, 또는 터치 입력은 예컨대, 페어
링된 텔레비전의 채널을 변경하고, 볼륨을 조정하고, 또는 그 밖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0147]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용 페어링 및 제어 모델은 후술하는 특성을 포함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원격 디바이
스(예컨대, 제어 가능한 써모스탯과 같은 앱세서리(appcessory))의 하나 이상의 기능과 상호작용하거나 이 기능
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호스트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호스트였을 수 있는
스마트폰(또는 그 밖의 국소적으로 페어링된 디바이스)은 이제, 원격 디바이스와의 상호작용 또는 원격 디바이
스의 제어에 관한 일정 기능(예컨대, 원격 디바이스로의 장거리(longer-range) 와이어리스 접속성, 원격 디바이
스로 커맨드 보내기, 원격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 수신하기, 또는 태스크 프로세싱)을 본 디바이스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단지 로컬 타겟 디바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본 디바이스는 예컨대, 시각 수단(예컨대, 카메라
를 사용함) 또는 모션-기반 제스처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원격 앱세서리 디바이스를 제어
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국소적으로 페어링된 스마트폰은 원격 앱세서리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호스트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지만, 본 디바이스는 애플리케이션에서/으로부터 입력/출력되는 데이터를 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예컨대, 스마트폰에 의해 호스트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가벼운(light)" 버전). 예를 들어, 사용자는 본 디바이스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은 여전히 애플리케이션의 호스트로서 기능할 수 있다.

[0148]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들로 동작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보안, 에너지, 홈

자동화 및 제어, 콘텐츠 공유, 헬스케어,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차량, 및 소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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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다.
[0149]

보안 애플리케이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디바이스는 잠금해제된(unlocked)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

를 상기 사용자 근처의 또다른 디바이스(예컨대, 상기 디바이스와 페어링된)에 인증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예
를들어, 디바이스의 외곽링을 회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적절한 입력을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코
드로 잠금해제될 수 있다.

일 예로서, 사용자가 외곽링을 회전하거나, 누르거나, 클릭하는 동안, 디스플레이는

상기 사용자 의한 회전, 누름, 또는 클릭에 대응하는 영숫자 또는 기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만일 예를 들
어, 사용자가 외곽링을 시계방향으로, 1 회전 증분 만큼 회전시키면 (또는 예를 들어 외곽링을 1회 클릭하거나
누르면),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1"을 보여줄 수있고, 만일 사용자가 외곽링을 예컨대, 밀리초(millisecon
d)와 같은 소정 시간 기간 내에서, 시계 방향으로, 2 회전 증분 만큼 회전시키면(또는 예를 들어, 외곽링을 2회
클릭하거나 누르면),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2"를 보여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에 의한 회전

(또는 누름 또는 클릭)에 대응하는 영숫자 또는 기호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 잠금
(combination lock)의 은유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를 잠금해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디바이스는 또한 생체 데이터

(예를 들어, 사용자의 피부 또는 뼈 시그너쳐(signature)에 의한)를 이용하여 또한 잠금해제될 수 있다.
[0150]

에너지 애플리케이션 예에서, 디바이스는 실내의 에너지 소비 또는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다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다른 페어링된 디바이스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정보를 디

스플레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이러한 모든 정보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0151]

홈 제어 애플리케이션 예에서, 사용자는 예를 들어 외곽링의 회전 또는 제스처 입력을 이용하여 페어링된 홈제
어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직접 제어할 수 있다.

[0152]

사용자는 디바이스로 또는 디바이스로부터 콘텐츠의 공유나 전송 (예컨대 디바이스에서 재생되고 있는 비디오를
페어링된(paired) 텔레비전에 전송)을 제어하기 위해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자막과 같은 보조
정보는 또다른 더 큰 디바이스 예를 들어, 영화를 재생하는 텔레비전에 콘텐츠가 보여지게 하기 위해 상기 디바
이스에 제공될 수 있다.

[0153]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만일 사용자가 운동을 하고있거나 잠을 자고있다면 헬스케어 컨텍스트를 자동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디바이스가 이러한 컨텍스트를 결정할 때, 디바이스는 예컨대, 운동중 심박동수, 운동중 움직임,

운동 기간, 운동중 맥박 산소측정(pulse oximetry), 수면 패턴, 수면 기간, 또는 전기 피부 반응(galvanic
skin response)을 기록하기 위한 헬스케어 컨텍스트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사용자의 헬스 관련 데이터(예컨대, 심박동수, 움직임, 또는 맥박 산소측정)를 측정하고, 이러한 데
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어링된 디바이스 또는 서버에 보낼 수 있다.

비록 헬스케어 컨텍스트에서 나타내졌

더라도, 예를 들어 사용자의 행동에 기초한 적절한 컨텍스트의 결정,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시작, 데이터의
기록 또는 이러한 데이터의 전송은 어떠한 적절한 컨텍스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0154]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 사용자의 골프 스윙을 자동적으로 평가하고 수정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스포츠 관련 애플
리케이션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0155]

상업적 설정에서,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상품을 집었을 때, 예컨대, RFID, NFC, 바코드 인식 또는 오브젝트 인
식을 이용하여 상품을 자동적으로 식별하고, 예컨대, 영양 정보, 소스 정보, 또는 리뷰 같은 그 상품에 대한 정
보 또는 그 상품을 구입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지불은 예컨대 디바이스의 시각적 바코드 기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NFC, RFID, 또는 그 밖의 다른 단거리 통신의

적절한 형태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지불을 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지불 동안, 사용자 정보는 예컨대 디

바이스에 의해 인증될 수 있고, 디바이스는 예컨대 뼈 구조 또는 피부 시그너쳐 (skin signature) 등의 사용자
생체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예컨대 디바이스에 저장된 그녀의 쇼핑 리스트 또는 예컨대 사용자의

친구의 위시 리스트와 같은 또다른 리스트에 있는 상품에 가까이 있을 때, 디바이스는 사용자에게 예컨대 진동
과 같은 표시를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0156]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차량을 잠금해제하거나 키는 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앞서 설명
된 바와 같이, NFC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을 잠금해제하거나 키기 위해 외곽링을 이용하여 코드를 입력할 수 있
다.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자 생체 정보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코드 모두가 차를 잠금해제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데, 이는 차-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향성된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포함할 수 있고, 각 프로파일은 예컨대 온도 또는 좌석 위치와 같은 차량 설정을 담을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특정 사용자의 생체 정보는 디바이스를 잠금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의 동작동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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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파일이 로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다.

디바이스의 차량까지의 근접성은 차량

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프로파일의 차량 설정을 구현하도록 자동적으로 만들수 있다.

디바이스는, 예컨대 디바

이스에 직접 또는 폰과 페어링되어 제어할 때 GPS 내비게이션을 위해 동작할 수도 있다.
[0157]

디바이스는, 리얼리티 조합 게임 (mixed-reality game) 또는 대량 멀티레이어 리얼리티 기반 게임을 위한 지원
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그 서비스와 함께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성은, 예를 들어, 사용자 데

이터 (사용자 프로파일 및 완료된 레벨 또는 서플라이 목록(inventories of supplies)와 같은 게임 관련
데이터)의 등록, 관리, 및 성취 리스트(accomplishment lists)의 관리를 포함할 수 있다.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기능성은, 취약한 무선 통신 채널을 다루고 통합된 API를 제3당사자 게임 서버에 제공하는 연결성 관리 (예, 집
중장치 기능성(concentrator functionality))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0158]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사용자로 하여금 위치, 체크-인, 또는 다른 위치 기반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
는 서비스를 액세스하여 이 서비스와 함께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 기반 데이터는 서비스로 하여금 사용

자의 위치 및 상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정보의 일관된 저장소를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한다.
스의 사용자는 유사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하여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바이

서비스 및 디바이스는 함께 상태 업데이

트, 프로파일 관리,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허용, 블랙리스트, 또는 사용자 대 사용자 액세스 허용을 다룰 수 있
다.

서비스는 개인적 데이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중앙집중화된 접점이 될 수 있다.

비스로의 액세스를 결합함으로써 에너지 및 배터리 수명은 특정 실시예에서 절약될 수 있다.
어떤 기능성 토큰은 사용자의 위치에 기초하여 가용하게 될 수 있다.

통합된 위치 서
특정 실시예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이러한 토큰

이 가용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해 디바이스상에서 체크할 수 있다.

서버쪽에서, API는 개발자들

로 하여금 토큰의 사용을 보거나 또는 보완을 허용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정

보는 디바이스에 의해 다른 사용자들 (예, 단일 사용자 또는 방송 모드에서 복수 사용자)에게 배포될 수 있다.
[0159]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로 하여금 폴(polls)을 수신하고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통합된 폴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그 서비스와 함께 동작할 수 있다.

디바이스와 서비스는 함께 배포 목록, 산정 기준, 및

폴 효용 프레임(poll availability frame)(예, 시간적 및 지리적)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제3자

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API를 사용하고 온라인 API를 통해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디바이스에
그리고 서버에 노출될 수 있다.
[0160]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원형 디스플레이에 텍스트, 이미지 또는 다른 정보의 프리젠테이션
최적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이 서비스와 함께 동작할 수 있다.

예로서, 웹사이트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 또는 포맷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텍스트의 길이를 줄
임으로써 더 작은 원형 디스플레이를 위해 랜더링 및 포맷팅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즈된 랜더링
및 포맷팅은, 예를 들어, 디바이스, 하나 이상의 서버, 또는 국소적으로 페어링된 (locally-paired) 디바이스들
간에 위임가능한 태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뉴스 또는 광고 서비스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0161]

도 137은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 13700을 나타낸다.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여

기서서 기술되거나 또는 도시된 하나 이상의 방법들의 하나 이상의 단계들을 수행한다.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기능성을 제공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하나 이상의 방법의 하나 이상의
단계를 수행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기능성을 제공한다.
시스템 13700의 하나 이상의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여기서, 컴퓨터 시스템의 참조는, 적절하다면, 컴퓨팅 디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참조는 적절하다면,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0162]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숫자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이라도 고려한다.
취하는 컴퓨터 시스템 13700을 고려한다.

본 개시는 어느 적절한 물리적 형태를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임베디드

컴퓨터 시스템, 시스템-온-칩 (SOC), 싱글-보드 컴퓨터 시스템 (SBC) (예, 컴퓨터-온-모듈 (computer-onmodule(COM)) 또는 시스템-온-모듈(system-on-module(SOM))),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 랩탑 또는 노트북 컴퓨
터 시스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interactive kiosk),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스템 메쉬 (mesh of computer
systems), 모바일 텔레폰,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PDA), 서버, 태블릿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이러한 것들의
두 개 이상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적절하다면,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을 포

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단일 형태이거나 또는 분산 형태일 수 있고, 복수
의 위치에 걸쳐있거나, 복수의 기계에 걸쳐있거나, 복수의 데이터 센터에 걸쳐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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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콤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상주한다.

적절하다면, 하나 이상의 컴퓨

터 시스템 13700은 실질적인 공간적 또는 시간적 제약없이,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하나 이상의 방법의 하
나 이상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예로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실

시간으로 또는 배치 모드 (batch mode)로,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하나 이상의 방법의 하나 이상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적절하다면,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하나 이상의 방

법의 하나 이상의 단계를 서로 다른 시간에서 또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다.
[0163]

특정 실시예에서,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프로세서 13702, 메모리 13704, 저장소 13706, 입력/출력(I/O) 인터페
이스 13708, 통신 인터페이스 13710, 및 버스 13712를 포함한다.

비록 본 개시가 특정한 수의 특정한 콤포넌트

를 특정한 배열로 가지는 특정한 컴퓨터 시스템을 기술하고 도시하지만, 본 개시는 어떠한 수의 어떠한 콤포넌
트를 어떠한 배열로 가지는 어떠한 적절한 컴퓨터 시스템이라도 고려한다.
[0164]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13702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하는 하드웨어
를 포함한다.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세서 13702는 내부 레지스

터, 내부 캐쉬, 메모리 13704, 또는 저장소 13706로부터 인스트럭션을 꺼내고(retrieve or fetch), 인스트럭션
을 디코드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 하나 이상의 결과를 내부 레지스터, 내부 캐쉬, 메모리 13704, 또는 저장소
13706에 기록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13702는, 데이터, 인스트럭션, 또는 어드레스를 위한 하나
이상의 내부 캐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개시는 적절하다면, 어떠한 적절한 수의 어떠한 적절한 내부 캐쉬라도

포함하는 프로세서 13702를 고려한다.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로서, 프로세서 13702는 하나 이상의 인스트

럭션 캐쉬, 하나 이상의 데이터 캐쉬, 하나 이상의 변환 색인 버퍼(translation lookaside buffer:TLB)를 포함
할 수 있다.

인스트럭션 캐쉬에 있는 인스트럭션은 메모리 13704 또는 저장소 13706에 있는 인스트럭션의 복사

본일 수 있고, 인스트럭션 캐쉬는 프로세서 13702에 의해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꺼내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
다.

데이터 캐쉬에 있는 데이터는, 프로세서 13702에서 실행되는 인스트럭션들의 동작 대상인, 메모리 13704

또는 저장소 13706에 있는 데이터의 복사본이거나, 프로세서 13702에서 실행되는 다음 인스트럭션에 의한 액세
스 또는 메모리 13704 또는 저장소 13706로의 기록을 위해 프로세서 13702에서 실행되는 이전 인스트럭션의 결
과이거나, 또는 그밖의 적절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작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다.

데이터 캐쉬는 프로세서 13702에 의한 독출 또는 기록 동

TLB 는 프로세서 13702를 위해 가상 어드레스 변환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13702는 데이터, 인스트럭션, 또는 어드레스를 위한 하나 이상의 내부 레지스

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개시는, 적절하다면, 어떠한 적절한 수의 어떠한 적절한 내부 레지스터라도 포함하는

프로세서 13702를 고려한다.

적절하다면, 프로세서 13702는 하나 이상의 산술 논리 연산 유닛(ALU)을 포함할

수 있거나, 멀티-코어 프로세서(multi-core processor)이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13702를 포함할 수 있
다.
[0165]

비록 본 개시는 특정 프로세서를 기술하고 도시하지만,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프로세서라도 고려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메모리 13704는 프로세서 13702가 실행할 인스트럭션 및 프로세서 13702가 연산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인 메모리를 포함한다.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컴퓨터 13700은 저장소 13706 또

는 예를 들어 또다른 컴퓨터 시스템 13700 과 같은 또다른 소오스로부터 메모리 13704로 인스트럭션을 적재할
수 있다.

프로세서 13702는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메모리 13704로부터 내부 레지스터 또는 내부 캐쉬로 적재할

수 있다.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세서 13702는 내부 레지스터 또는 내부 캐쉬로부터 인스트럭션을

꺼내고 인스트럭션을 디코드할 수 있다.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동안 또는 실행하고 나서, 프로세서 13702는

중간 또는 최종 결과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결과를 내부 레지스터 또는 내부 캐쉬에 기록할 수 있다.
서 13702는 그 다음 하나 이상의 결과를 메모리 13704에 기록할 수 있다.

프로세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13702는

저장소 13706 이나 그밖의 다른 곳과는 달리, 하나 이상의 내부 레지스터, 내부 캐쉬 또는 메모리 13704에서는
인스트럭션만을 실행하고, 또한, 저장소 13706 이나 그밖의 다른 곳과는 달리, 하나 이상의 내부 레지스터, 내
부 캐쉬 또는 메모리 13704에서는 데이터만을 연산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메모리 버스 (각 메모리 버스는 어

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는 프로세서 13702를 메모리 13704에 연결시킬 수 있다.
13712는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메모리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버스

특정 실시예에서, 하나 이

상의 메모리 관리 유닛(MMU)은 프로세서 13702와 메모리 13704 사이에 상주하고, 프로세서 13702에 의해 요구된
메모리 13704로의 액세스를 용이하게 한다.
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메모리 13704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을 포함

이러한 RAM은, 필요에 따라, 휘발성 메모리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RAM은 필요에 따라, 동적 램

(Dynamic RAM:DRAM) 또는 정적 램(Static RAM:SRAM)이 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이러한 RAM은 싱글 포

트 (single-ported) 또는 멀티 포트 (multi-ported) RAM이 될 수 있다.
한다.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RAM도 고려

메모리 13704는 적절하다면 하나 이상의 메모리 13704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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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술하고 도시하지만,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메모리도 고려한다.
[0166]

특정 실시예에서, 저장소 13706는 데이터 또는 인스트럭션을 위한 대용량 저장소를 포함한다.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저장소 13706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플래쉬 메모리, 광학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자기 테잎 또는 범용 직렬 버스(USB) 드라이브 또는 이들중 두개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장소 13706는, 적절하다면, 제거가능한 또는 비-제거가능한 (또는 고정된)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저장소 13706은, 적절하다면, 컴퓨터 시스템 13700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저장

소 13707은 비-휘발성, 고체 상태 메모리 (solid-state memory) 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재생전용 메모리(ROM)
이다.

적절하다면, 이러한 ROM은 마스크-프로그램된 ROM (mask-programmed ROM), 프로그래머블 ROM (PROM),

이레이저블 PROM (EPROM), 전기적 이레이저블 PROM (EEPROM), 전기적 변경가능 ROM (electrically alterable
ROM:EAROM) 또는 플래쉬 메모리 또는 이들중 두개 이상의 조합이 될 수 있다.
형태를 가지는 대용량 저장소 13706도 고려한다.

저장소 13706는, 적절하다면, 프로세서 13702와 저장소 13706

사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저장 제어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이상의 저장소 13706을 포함할 수 있다.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물리적
적절하다면, 저장소 13706는 하

비록 본 개시가 특정한 저장소를 기술하고 도시하지만,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저장소 라도 고려한다.
[0167]

특정 실시예에서, I/O 인터페이스 13708은 컴퓨터 시스템 13700과 하나이상의 I/O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을 위한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 양자를 포함한다.
은, 적절하다면, 하나 이상의 I/O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13700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13700

하나 이상의 I/O 디바이스는 사람과 컴퓨터 시스템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I/O 디바이스는, 키보드, 키패

드, 마이크로폰, 모니터, 마우스, 프린터, 스캐너, 스피커, 정지 카메라, 스타일러스, 태블릿, 터치 스크린, 트
랙볼, 비디오 카메라, 또다른 적절한 I/O 디바이스 또는 이들중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스는 하나 이상의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스라도 고려한다.

I/O 디바이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I/O 디바이스와 어떠한 적절한 I/O 인터페

적절하다면, I/O 인터페이스 13708는 프로세서 13702가 하나 이상의 I/O 디바이스를 구동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포함할 수 있다.
13708은, 적절하다면, 하나 이상의 I/O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I/O 인터페이스

비록 본 개시가 특정한 I/O 인터페이스

를 기술하고 도시하지만,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I/O 인터페이스라도 고려한다.
[0168]

특정 실시예에서, 통신 인터페이스 13710는 컴퓨터 시스템 13700과 하나 이상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 13700 또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 (예를 들어, 패킷-기반 통신)을 위한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 양자를 포함한다.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통신 인터페이스 13710

는 이더넷 또는 다른 유선 기반 네트워크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콘트롤러(NIC) 또는 네트워크 어
댑터, 또는 WI-FI 네트워크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한 무선 NIC (WNIC) 또는 무선 어댑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네트워크 및 어떠한 적절한 통신 인터페이스 13710 라도 고려한다.

한정적

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애드혹 네트워크 (ad hoc network),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
워크(PAN),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MAN),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BAN), 또는 인터넷의 하나 이상의 부분, 또는 이둘중 두개 이상의 조합과 통신
할 수 있다.

이들 네트워크중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의 하나 이상의 부분은 유선 또는 무선일 수 있다.

예로서,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예컨대 블루투스 WPAN과 같은 무선 PAN (WPAN), WI-FI 네트워크, WI-MAX 네트
워크, 예컨대 모바일 통신을 위한 글로벌 시스템 네트워크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GSM)
network)와 같은 셀룰러 텔레폰 네트워크, 또는 다른 적절한 무선 네트워크, 또는 이들중 두 개 이상의 조합과
통신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 13700은 필요하다면, 이들 네트워크중 어떤 네트워크를 위한 어떠한 적절한 통

신 인터페이스 13710를 포함할 수 있다.
13710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 13710은 적절하다면, 하나 이상의 통신 인터페이스

비록 본 개시가 특정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기술하고 도시하지만, 본 개시는 어떠한

적절한 통신 인터페이스라도 고려한다.
[0169]

특정 실시예에서, 버스 13712는 컴퓨터 시스템 13700의 콤포넌트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양자를 포함한다.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예로서, 버스 13712는 가속 그래픽 포트 (Accelerated

Graphics Port:AGP) 또는 다른 그래픽 버스, 향상된 산업 표준 아키텍쳐 버스 (Enhanced 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EISA) bus), 프런트-사이드 버스 (front-side bus(FSB)), HYPERTRANSPORT (HT) 인터커넥트, 산업
표준 아키텍쳐 버스 (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ISA) bus), INFINIBAND 인터커넥트, 로우-핀-카운트 버
스 (low-pin-count (LPC) bus), 메모리 버스,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쳐 버스 (Micro Channel Architecture
(MCA) bus), 주변 콤포넌트 인터커넥트 버스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PCI) bus), PCI-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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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PCI-Express (PCIe) bus), 시리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부착 버스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ement (SATA) bus), 비디오 전자 표준 연합 로컬 버스 (Video Electronics Standard Association local
(VLB) bus), 또는 또다른 적절한 버스, 또는 이들 중 두개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하다면 하나 이상의 버스 13712를 포함할 수 있다.

버스 13712는 적절

비록 본 개시가 특정한 버스를 기술하고 도시하지만, 본 개

시는 어떠한 적절한 버스 또는 인터커넥트를 고려한다.
[0170]

여기에서, 컴퓨터 판독가능 비-일시적 (non-transitory) 저장 매체는 하나 이상이 반도체-기반 또는 다른 집적
회로(IC)(예컨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FPGAs)) 또는 특수 용도
집적 회로 (application-specific ICs(ASICs))),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하이브리드 하드 드라이브
(HHD), 광 디스크, 광 디스크 드라이브 (ODDs), 광-자기 디스크, 광-자기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켓, 플로피 디
스크 드라이브(FDD), 자기 테잎, 고체 상태 드라이브(SSD), 램 드라이브, SECURE DIGITAL 카드 또는 드라이브,
다른 적절한 컴퓨터 판독가능 비-일시적 저장 매체 또는 이들중 두개이상의 적절한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컴

퓨터 판독가능 비-일시적 저장 매체는 휘발성, 비휘발성, 또는 휘발성과 비휘발성의 조합이 될 수 있다.
[0171]

여기에서, "또는"은 명백하게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또는 컨텍스트에 의해 다르게 표시되지 않는 한, 포함하는
의미이고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A 또는 B"는, 명백하게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또는 컨

텍스트에 의해 다르게 표시되지 않는 한, "A, B, 또는 양자"를 의미한다.

또한, "및"은, 명백하게 달리 표시되

지 않는 한 또는 컨텍스트에 의해 다르게 표시되지 않는 한, 연대 (joint and several)의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서 "A 및 B는, 명백하게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또는 컨텍스트에 의해 다르게 표시되지 않는 한, "A 및 B,
연대하여 (jointly and severally)"를 의미한다.
[0172]

본 개시의 범위는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하는,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실시예들에 대한 모든 변경,
대체, 변형, 개조 및 수정을 포함한다.

본 개시의 범위는,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본 개시가 특정 콤포넌트, 엘리먼트, 특징, 기능, 동작, 또는 단계를 포함하는 각 실시예를 기술
하고 도시하지만, 이러한 실시예들의 어느 것도,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이해하는, 여기에서 기술되거나 도시
된 특정 콤포넌트, 엘리먼트, 특징, 기능, 동작, 또는 단계들의 어떠한 조합 또는 치환을 포함할 수 있다.

또

한, 첨부된 청구항들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응된(adapted to), 배열된(arranged to), 할 수 있는
(capable of), 구성된(configured to), 가능하도록 하는(enabled to), 동작가능한(operable to), 또는 동작하
는 (operative) 장치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또는 시스템의 콤포넌트는, 그 장치, 시스템 또는 콤포넌트가 그렇
게 적응되어 있고, 배열되어 있고, 할 수 있고, 구성되고, 가능하도록 되고, 동작가능하고 또는 동작하는 한,
특정한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켜져있는지, 또는 잠금해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장치, 시스템, 콤포넌트
를 포함한다.
[0173]

본 개시가 착용식 디바이스의 컨텍스트에서 특정한 구조, 특징, 상호작용, 및 기능성을 기술하지만, 본 개시는,
이러한 구조, 특징, 상호작용, 또는 기능성이, 적절하다면, 어떠한 다른 적절한 전자 디바이스(예, 스마트 폰,
태블릿, 카메라 또는 개인 컴퓨팅 디바이스)에 적용되고, 이러한 전자 디바이스를 위해 사용되고, 이러한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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