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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조작장치를 갖는 게임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보다 특정적으로는 본 발명은 퍼스널 <1>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장치 등의 게임기 및 게임기에 대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조작장치(컨트롤러)를 포
함하는 게임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도 1은 종래의 게임기(예를 들면, 전자게임장치)와 컨트롤러의 접속도이다. CPU(81)(중앙처리장<2>
치)는  클럭에  동기하여  롬(82)(판독  전용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에  기초하여 W-
RAM(83)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W-RAM(83)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PPU(84)(화상처리장치)에 데이터
를 송신하고 V-RAM(85)의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PPU(84)에 화상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CPU(81)는 
클럭 신호를 컨트롤러(90A, 90B)에 송신하고 클럭에 동기하여 조작자에 의해 조작되는 스위치 등의 데이
터를 직접 수신한다. CPU(81)는 이 컨트롤러(90A, 90B)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화상 신호가 변화
되도록 PPU(84)에 데이터를 출력한다.

상술한 구성에 의해 분명해진 바와 같이 게임기와 컨트롤러(90A, 90B)는, 컨트롤러(90A,90B)로부<3>
터 조작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데이터선과 컨트롤러로부터의 데이터 송신 타이밍과 CPU(81)의 동작 
타이밍을 동기시키기 위한 블럭 신호를 컨트롤러(90A, 90B)에 송신하기 위한 블럭 신호선에 의해 접속되
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선은 인터페이스(도시하지 않음)를 통하여 직접 CPU(81)에 접속되어 있었다. 다
시  말하면,  종래의  게임기  시스템은  컨트롤러(90A,90B)의  데이터를  본래의  화상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CPU(81)가 클럭에 기초한 타이밍으로 직접 읽고 있었다.

따라서, CPU(81)는 컨트롤러(90A,90B)로부터의 신호를 직접 읽게 되어 CPU(81)의 처리량이 증대<4>
되고 있었다. 또한, CPU(81)는 컨트롤러로부터의 신호를 클럭에 동기하여 읽게 되고 데이터 송수신을 위
해 데이터선 외에 블럭선이 필요해지므로, 케이블과 게임기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의 핀수가 많아지고 
제조 비용이 높아진다. 또한, 종래의 컨트롤러(90A,90B)는 복수개의 스위치를 구비하고 있고, 각각의 스
위치가 눌러졌는지 여부의 데이터만을 본체의 게임기에 송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종래는 컨트롤러의 데이터량의 증가에 수반하여 CPU가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시간<5>
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문에, CPU의 처리량이 증대하고 있었다.

또한, 종래는 컨트롤러와 게임기의 접속은 데이터선만이 아니라 클럭 신호선도 필요했었다. 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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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컨트롤러와 게임기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의 핀수가 많아지고 제조 비용이 높았다.

또한, 종래의 어떤 컨트롤러에 있어서도 각각의 스위치가 눌러졌는지 아닌지의 데이터를 송신할 <7>
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송수신  가능하도록  확장성이  뛰어난  컨트롤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컨트롤러를 발매한 후, 여러가지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용방법을 실현할 수 없었다.

발명의 개요<8>

그러므로, 제 1 발명의 목적은 CPU처리를 경감하여 CPU에 본래의 화상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9>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게임기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제 2 발명의 목적은 CPU 처리량을 경감하여 CPU에 본래의 화상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10>
보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와 게임기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의 핀수가 감소하고 제조 비용을 낮게 할 수 
있는 게임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컨트롤러를 여러가지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용방법을 실
현할 수 있는 게임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제 1 발명은 조작자에 의해 조작되고 명령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조작기(40)의 조작상태를 나타<11>
내는 조작기 데이터를 변조하여 출력하는 복수의 조작기와 접속되고, 상기 조작기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
상 처리를 실시하는 게임기(10)에 있어서, 중앙처리수단(11), 동작용기억수단(14), 수신수단(173), 일시
기억수단(174), 데이터 처리수단(171) 및 송신수단(172)을 구비한다.

중앙처리수단은 소정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화상처리를 위해 동작하고 동작용 기억수단은 중앙<12>
처리수단에 의해 액세스되며, 중앙처리수단이 게임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조작기로부터의 
데이터를 기억 가능하게 하며, 수신수단은 조작기로부터 조작기 데이터를 수신하고 복조하며, 일시 기억 
수단은 조작기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고 데이터 처리수단은 중앙처리수단의 명령에 따라서 소정의 데이터 
처리를 실시하고 송신수단은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조작기에 송신한다. 또
한, 중앙처리수단은 조작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명령데이터를 출력하고 데이터 처리 수단은 중앙처리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명령 데이터를 송신수단에 출력,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조작기 데이터를 일시 기
억 수단에 기억시키며, 소정의 타이밍으로 동작용 기억수단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2 발명은 조작자에 의해 조작되는 복수의 조작기와 상기 조작기(40)로부터의 조작기 데이터에 <13>
기초하여 화상처리를 실시하는 게임기(10)에 의해 구성되는 게임기 시스템에 있어서, 게임기는 중앙처리
수단(11), 동작용 기억수단(14), 제 1 수신수단(173), 일시기억수단(174), 제 1 데이터 처리수단(171), 
제 1 송신수단(172) 및 접속수단(181-184)를 구비하고 조작기는 제 2 데이터 수신수단(441), 스위치 수단
(45, 403-407), 제 2 데이터 처리수단(442) 및 송신수단(445)을 구비한다.

중앙처리수단은 소정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화상처리를 위해 동작하고 동작용 기억 수단은 중앙<14>
처리수단에 의해 액세스되며, 중앙처리수단이 게임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조작기로부터의 
데이터를 기억 가능하게 하고 제 1 수신 수단은 조작기로부터 조작기 데이터를 복조하여 수신하고 일시 
기억 수단은 명령 데이터 및 조작기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며, 제 1 데이터 처리 수단은 중앙처리수단의 
명령에 따라서 소정의 데이터 처리를 실시하고 제 1 송신 수단은 제 1 데이터 처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조작기에 송신하며, 접속 수단은 게임기와 조작기를 접속하고 제 2 수신수단은 제 1 
송신수단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복조하고 수신하며, 스위치 수단은 조작자에 의해 조작되고 제 2 데이터 처
리수단은 스위치 수단의 조작 상황에 관한 조작기 데이터를 출력하며, 송신 수단은 제 2 데이터 처리 수
단으로부터 출력된 조작기 데이터를 변조하여 게임기에 송신하고 또한, 조작기가 접속 수단에 접속됨으로
서 조작기와 제 1 데이터 처리수단이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중앙처리수단은 조작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
한 명령 데이터를 출력하고, 제 1 데이터 처리 수단은 중앙처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명령 데이터를 제 1 
송신수단으로 출력하며, 제 1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조작기 데이터를 일시 기억수단에 기억시키고 소정
의 타이밍으로 동작용 기억 수단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게임기에 의하면, 중앙처리수단이 조작기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마다 조작기 데이<15>
터를 판독 동작을 실시하지 않고 조작기 데이터를 중앙처리수단 이외의 처리수단이 처리하고 있으므로, 
중앙처리수단의 처리를 경감하고 중앙처리수단에 본래의 게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게임기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조작기 데이터가 게임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수단에 기억<16>
되어 있으므로, 중앙처리수단은 조작기 데이터를 다른 게임 데이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처리수단은 고속으로 자유도 높은 게임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하나의 국면에 의하면, 조작기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한번에 <17>
모든 조작기 데이터를 판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조작기 데이터를 판독하지 않아도 되어 판
독 속도가 단축된다.

본 발명에 따른 게임기 시스템에 의하면, 조작기 데이터를 중앙처리수단 이외의 처리수단이 처리<18>
하고 있으므로 중앙처리수단의 처리를 경감시키고 중앙처리수단에 본래의 게임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
을 충분히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게임기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조작기 데이터가 게임을 진행시
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으므로, 중앙처리수단은 조작기 데이터
를 다른 게임 데이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처리수단은 고속으로 자유도 높은 게임처
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컨트롤러와 게임기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의 핀수를 감소시키고 제조비
용을 낮게 할 수 있다.

게임기 시스템 중 하나의 국면에 의하면, 조작기를 여러가지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용방법을 실현<19>
할 수 있다.

다른 국면에 의하면, 조작기에 접속된 확장 메모리에 중앙처리수단으로 처리해야할 데이터를 보<20>
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조작자 마다 다른 데이터를 보존할 때 유효하다.

다른 국면에 의하면, 복수의 조작기 중 하나의 조작기에 접속된 확장 메모리의 데이터를 다른 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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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기에 접속된 확장 메모리에 기억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조작자간에 데이터의 복사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국면에 의하면 외부 기억 수단의 데이터를 동작용 기억수단에 일시 기억시키므로, 중<22>
앙처리수단에 의해 데이터를 변환하여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외부 기억 수단마다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그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도면을 참조하여 실시하는 이하의 실시예<23>
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한층 분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을 간단히 도시한 블럭도;<24>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 개략 도해도;<25>

도 3은 도 2실시예의 화상처리장치를 상세히 도시한 블럭도;<26>

도 4는 카트리지에 내장되어 있는 외부 메모리 및 W-램을 나타낸 도 3의 실시예의 CPU의 메모리 <27>
맵을 도시한 도해도;

도 5는 도 3실시예에서의 컨트롤러 제어 회로를 상세히 도시한 블럭도;<28>

도 6은 데이터의 변복조 방법을 도시한 도해도;<29>

도 7은 도 5의 RAM의 메모리맵을 도시한 도해도;<30>

도 8은 도 3의 실시예의 컨트롤러를 위에서 본 사시도;<31>

도 9는 도 3의 실시예의 컨트롤러를 아래에서 본 사시도;<32>

도 10은 실시예에 이용 가능한 아날로그 죠이스틱 유닛을 도시한 사시도;<33>

도 11은 도 10 유닛의 주요부를 도시한 사시도;<34>

도 12는 도 10 유닛의 주요부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35>

도 13은 도 10 유닛의 주요부를 도시한 단면 도해도;<36>

도 14는 컨트롤러 및 확장장치의 한예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럭도;<37>

도 15는 컨트롤러의 아날로그 죠이 스틱 및 각 버튼의 데이터를 도시한 도해도;<38>

도 16은 컨트롤러 및 확장 장치의 다른 예를 상세히 도시한 블럭도;<39>

도 17은 제 3 실시예의 CPU 동작을 도시한 플로우 차트;<40>

도 18은 제 3 실시예의 버스 제어회로의 동작을 도시한 플로우차트;<41>

도 19는 제 3 실시예의 컨트롤러 제어회로의 동작을 도시한 플로우차트;<42>

도 20은 제 3 실시예의 컨트롤러 회로의 동작을 도시한 플로우차트:<43>

도 21은 컨트롤러 제어 회로로부터 명령 " 0" 이 송신되었을 때의 제어회로의 송수신 데이터를 <44>
도시한 도해도;

도 22는 컨트롤러 제어 회로로부터 명령 " 1" 이 송신되었을 때의 제어회로의 송수신 데이터를 <45>
도시한 도해도;

도 23은 컨트롤러 제어회로로부터 명령 " 2" 가 송신되었을 때의 제어회로의 송수신 데이터를 도<46>
시한 도해도;

도 24는 컨트롤러 제어회로로부터 명령 " 3" 이 송신되었을 때의 제어회로의 송수신 데이터를 도<47>
시한 도해도;

도 25는 컨트롤러 제어회로로부터 명령 " 255" 가 송신되었을 때의 제어 회로의 송수신 데이터를 <48>
도시한 도해도;

도 26은 데이터 복사동작을 도시한 플로우차트;<49>

도 27은 원점 재설정의 제 1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50>

도 28은 원점 재설정의 제 2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51>

도 29는 죠이 스틱의 물리적 좌표와 표시화면의 반응을 도시한 도해도;이고<52>

도  30은  원점  재설정했을  때의  죠이  스틱의  물리적  좌표와  표시화면의  대응을  도시한 <53>
도해도이다.

실시예<54>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게임기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외관도이다. 게임기 시스<55>
템은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시스템이고 게임기(10)와, 외부 기억 장치의 한 예인 ROM 카트리지(20)와, 
게임기(10)에 접속되는 표시수단의 한 예인 모니터(30)와, 조작기의 한 예인 컨트롤러(40)와, 컨트롤러
(40)에 착탈 자유롭게 장착되는 확장장치의 한 예인 RAM 카트리지(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외부
기억장치는 게임 등의 화상 처리를 위한 화상 데이터나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억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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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악이나 효과음 등의 음성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고, ROM 카트리지를 대신하여 CD-ROM이나 자기 디
스크를 사용해도 좋다. 조작수단은 본 실시예의 화상처리 시스템이 퍼스널 컴퓨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가 이용된다.

도 3은 실시예의 게임기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게임기(10)에는 중앙처리유닛(이하 「CPU」)(11) <56>
및 버스 제어 회로(12)가 내장된다. 버스 제어회로(12)에는 ROM 카트리지(20)를 착탈 자유롭게 장착하기 
위한 카트리지용 커넥터(13)가 접속됨과 동시에 워킹RAM(14)이 접속된다. 또한, 버스 제어회로(14)에는 
CPU(11)에 의해 처리된 음성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음성 신호 발생 회로(15) 및 화상 신호를 출력하기 위
한 화상신호 발생회로(16)가 접속되며, 한개 또는 복수의 컨트롤러(40)의 조작 데이터 및/또는 RAM 카트
리지(50)의 데이터를 시리얼로 전송하기 위한 컨트롤러 제어회로(17)가 접속된다. 컨트롤러 제어회로(1
7)에는 게임기(10)의 앞면에 설치되는 컨트롤로용 커넥터(이하 「커넥터」라고 약칭함)(181～184)가 접속
된다. 커넥터(18)에는 접속용 잭(41) 및 케이블(42)을 통하여 컨트롤러(40)가 착탈 자유롭게 접속된다.

이와 같이 커넥터(181～184)에 컨트롤러(40)를 접속함으로써 컨트롤러(40)가 게임기(10)와 전기<57>
적으로 접속되고 상호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버스  제어회로(12)는  CPU(11)로부터  버스를  통하여  패러렐  신호(parallel <58>
signal)로 출력된 명령을 입력하고, 패러렐 시리얼 변환(parallel-serial  convert)하며, 시리얼 신호로 
명령을 컨트롤러 제어회로(17)에 출력하고 컨트롤러 제어회로(17)로부터 입력된 시리얼 신호의 데이터를 
패러렐 신호로 변환하여 버스에 출력한다. 버스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는 CPU(11)에 의해 처리되거나 W-
RAM(14)에 기억되는 등의 처리가 실시된다. 다시 말하면, W-RAM(14)은 CPU(11)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이고, 버스 제어회로(12)를 통하여 데이터의 판독·입력이 가능해진다.

도 4는 CPU(11)의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 각 메모리의 영역을 도시한 도해이다. CPU(11)가 버스 <59>
제어회로(12)를 통하여 액세스 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는 ROM 카트리지(20)의 외부 메모리 영역과, W-
RAM(14)의 메모리 영역이 있다. ROM 카트리지(20)는 게임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기억한 ROM을 기판에 장
치하고 그 기판을 하우징에 수납하여 구성되지만, ROM 기억 데이터가 도 4에 도시한 외부 메모리 영역에 
도시된다. 즉, ROM에는 게임기(10)에 게임을 위한 화상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화상 데이터를 기
억한 화상 데이터 영역(201)과, CPU(11)가 소정의 동작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억
한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202)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202)에는 화상 데이터(201)에 기초하여 
화상 표시를 실시하기 위한 화상 표시 프로그램, 계시(計時) 처리를 실시하기 위한 계시 프로그램, 카트
리지(20) 및 후술한 확장 장치(50)가 소정의 관계에 있음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기억되어  있다.  또한,  계시  프로그램  및  판단  프로그램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W-
RAM(14)의 메모리 영역은 컨트롤패드로부터의 조작 상태를 도시한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영역(141)을 
포함한다.

도 5는 컨트롤러 제어 회로(17)의 상세한 회로도이다. 컨트롤러 제어 회로(17)는 버스 제어회로<60>
(12)와 컨트롤러용 커넥터(181～184) 사이에서 데이터를 시리얼로 송수신하기 위해 설치되고 데이터 전송
제어회로(171), 송신회로(172), 수신회로(173) 및 송수신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기 위한 RAM(174)을 포함
한다.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는 데이터 전송시에 데이터 포맷을 변환하기 위해 패러렐 시리얼 변환 회
로와 시리얼 패러렐 변환 회로를 포함함과 동시에 RAM(174)의 입력 판독 제어를 실시한다. 시리얼 패러렐 
변환회로는 버스 제어회로(12)로부터 공급되는 시리얼 데이터를 패러렐 데이터로 변환하여 RAM(174) 또는 
송신회로(172)에 부여한다. 시리얼 변환회로는, RAM(174), 또는 수신회로(173)로부터 공급되는 패러렐 데
이터를 시리얼 데이터로 변환하여 버스 제어회로(12)에 부여한다. 송신회로(172)는, 데이터 전송제어회로
(171)로부터 공급되는 컨트롤러(40)의 신호판독제어를 위한 데이터 및 RAM 카트리지(50)로의 입력 데이터
(패러렐 데이터)를 시리얼 데이터로 변환하고 복수의 컨트롤(40)의 각각에 대응하는 채널(CH1～CH4)로부
터 송신된다.  수신회로(173)는  각  컨트롤(40)에  대응하는 채널(CH1～CH4)로부터 입력되는 각 컨트롤러
(40)의 조작상태를 도시하는 데이터 및 RAM 카트리지(50)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시리얼 데이터에서 수신
하고, 패러렐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 전송 제어 회로(171)에 부여한다.

송신회로(172) 및 수신회로(173)는 변조·복조(이하 「변복조」 라 함)방식의 한 예로서, 듀티 <61>
사이클(duty cycle) 변복조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듀티 사이클 변복조 방식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신호가 높은(Hi) 기간과 낮은(Lo) 기간을 변화시킴으로써 「1」 과 「0」 을 나타내
는 변복조 방식이다. 변복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리얼 송신해야 할 데이터가 논리 「1」 일 
때, 1사이클 기간(T)에서 높은 레벨 기간(tH)을 낮은 레벨 기간(tL) 보다 길게 한 신호(tH>tL)를 송신하
고 송신해야 할 데이터가 논리 「0」 일 때, 1사이클 기간(T)에, "  tH"  를 "  tL"  보다 짧게 한 신호
(tH<tL)로 송신한다.

한편, 복조방식은 수신한 시리얼 신호(비트전송신호)를 샘플링하고 수신신호가 높은 레벨인지 낮<62>
은  레벨인지를  항상  감시해  두며,  수신신호의  레벨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변하기까지의  시간을 
"tL",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변하기까지의 시간을 "tH"로 하면, 1사이클이 T=tL+tH로 나타난다. 이 
때, " tL" 과 " tH" 의 관계가 tL<tH일 때 논리 「1」 로 인식하고 tL>tH일 때 논리 「0」 으로 인식함으
로써 복조한다. 이와 같은 듀티 사이클 변복조 방식을 사용하면, 클럭에 동기시켜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고, 1개의 신호선만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2개의 신호선을 갖는 경우
는 다른 변복조 방식을 사용해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RAM(174)은 도 7의 메모리맵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억 영역 또는 기억 에리어(memory area)(174a<63>
～17h)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에리어(174a)에는 1채널용 명령이 기억되고, 에리어(174b)에는 1채널
용 송신 데이터 및 수신 데이터가 기억된다. 에리어(174c)에는 2채널용 명령이 기억되며, 에리어(174d)에
는 2채널용 송신 데이터 및 수신 데이터가 기억된다. 에리어(174e)에는 3채널용 명령이 기억되고, 에리어
(174f)에는 3채널용 송신 데이터 및 수신 데이터가 기억된다. 에리어(174g)에는 4채널용 명령이 기억되고 
에리어(174h)에는 4채널용 송신 데이터 및 수신 데이터가 기억된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는  버스  제어회로(12)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또는 수신회로<64>
(173)로 수신된 컨트롤로(40)의 조작상태 데이터나 RAM 카트리지(50)의 판독 데이터를 RAM(174)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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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하거나 버스 제어회로(12)로부터의 명령에 기초하여 RAM(174)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버스 제어회로
(12)로 전송하도록 작용한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서의 컨트롤러(40)는 상부반쪽과 하부반쪽으로 이루어지는 <65>
하우징(401)을 포함하고 하우징(401)의 좌우양단에는 좌측 손잡이(402L)와 우측 손잡이(402R)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형성된다. 좌측 손잡이(402L)와 우측 손잡이(402R)의 중간 위치에는 중앙손잡이(402C)가 앞쪽에 
돌출되어 형성된다. 좌측 손잡이(402L)의 기단 근방의 하우징(401) 표면에는 디지털 죠이 스틱인 십자방
향 지시스위치(403)가 형성된다. 우측 손잡이(402R)의 기단 근방의 하우징(401) 표면에는 6종류의 동작을 
지시하는 동작 지시 스위치(404A, 404B, 404C, 404D, 404E, 404F)가 각각 형성된다.

중앙 손잡이(402C)의 기단 근방 하우징(401)상에는 360°의 전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아날로그 <66>
죠이 스틱(45)이 형성된다. 하우징(401)의 거의 중앙위치에는 게임 시작을 지시하는 시작 스위치(405)가 
형성된다. 또한, 시작 스위치(405)는 스위치(403, 404A, 404F) 및 아날로그 죠이 스틱(45)에 의해 둘러싸
인 영역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다.

또한, 하우징(401)의 배면측에 한쌍의 측면 스위치(406L, 406R)가 형성되고 하부 반쪽의 거의 중<67>
앙에 있으며, 중앙손잡이(402C)의 기단 근방에 저면 스위치(407)가 형성된다.

하부반쪽의 배면측은 저면방향으로 연장되고 그 선단에는 개구부(408)가 형성되어 있다. 개구부<68>
(408) 내에는 도 4에 도시한 확장 카트리지(50)가 그곳에 접속되는 커넥터(도시하지 않음)가 설치되어 있
다. 또한, 개구부(408)에 삽입된 카트리지(50)를 배출하기 위한 레버(409)가 개구부(408)에 형성되어 있
다.  그리고,  상술한  확장  카트리지(50)를  삽입하는  개구부(408)의  레버(409)의  반대측에는 노치
(notch)(410)가 형성되고 이 노치(410)는 레버(409)를 사용하여 확장 카트리지(50)를 추출할 때에 확장 
카트리지(50)를 인출하기 위한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도 10 내지 도 13을 참조하여 아날로그 죠이 스틱(45)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아날로그 <69>
죠이 스틱(45)은 도 10에 도시한 죠이 스틱 유닛으로서 구성된다. 그 죠이 스틱 유닛은 하우징(401)의 상
부 반쪽 및 하부 반쪽으로 끼워진다. 죠이스틱유닛은 케이스(451)와 커버(452)로 형성되는 하우징을 포함
하고 하우징 내에는 내부 케이스(453)가 수용된다.

도 11 및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부 케이스(453)는 중앙부에 사발모양의 오목부(454)를 갖<70>
고 이 오목부(454)의 주위에 2쌍의 지지 플레이트(455a, 455b, 456a, 456b)가 서로 90°의 각도 간격을 
두고 설치되고, 그들 지지 플레이트(455a, 455b, 456a, 456b)의 각각에 반원형 베어링(457a, 457b, 458a, 
458b)이 설치되어 있다. 베어링(457a, 457b, 458a, 458b)은 동일한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베어링(457a, 
457b, 458a, 458b)의 축심은 동일한 높이 레벨로 서로 직교하고 있다. 또한, 내부 케이스(453)의 측면에
는 회전 축심이 서로 직교하는 날개차 내지 원반(459, 460)이 회전 자유롭게 지지되며, 각각의 원반(459, 
460)에는 톱니(461)가 설치되어 있다.

아날로그 죠이 스틱 유닛은 요동부재(462, 463)를 포함한다. 한쪽의 요동부재(462)는 길이 방향<71>
으로 긴 구멍(464)을 구비하는 원호상 부재로 이루어지고 그 양단부에는 지지축(465a, 465b)이 설치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 지지축(465a, 465b)로부터 평탄면(466a, 466b)을 구비한 축단부(467a, 467b)가 연장되
어 나가 있고 편측의 축단부(467b)에 부채꼴의 톱니(468)가 설치되어 있다. 다른쪽의 요동부재(463)는 한
쪽의 요동부재(462) 보다도 곡률반경이 작은 원호상 부재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한쪽의 요동 부재
(462)와 다르지만, 그밖의 점에서는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참조번호 " 469" 가 긴 구
멍, 참조번호 " 470a, 470b" 는 지지축, 참조번호 " 471a, 471b" 는 평탄면, 참조번호 " 472a, 472b" 는 
축단부, 그리고 참조번호 " 473" 이 톱니를 나타낸다.

한쌍의 요동부재(462, 463)는 그들의 지지축(465a, 465b, 470a, 470b)을 내부 케이스(453)의 2조<72>
의 베어링(457a, 457b, 458a, 458b)에 각각 끼워져 요동 자유롭게 지지시킴으로써 긴 구멍(463, 469)의 
길이 방향이 서로 직교하도록 간격을 두고 중복된 상태로 배치된다. 이렇게 하여 내부 케이스(453)에 부
착된 한쌍의 요동부재(462, 463)에서 부채꼴의 톱니(468, 473)는 상술한 톱니(461)에 맞물린다. 또한, 상
술한 평탄면(466a, 466b, 471a, 471b)의 각각은 후술하는 레버(474)의 중립상태에서 동일한 수평면에 포
함된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버(474)는, 한단부에 직경 바깥 방향으로 돌출된 돌기(475)를 구비<73>
하고 중간부에 구(ball)부(476)를 구비하며, 타단부에 연결부(477)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구부(476)에는 
180° 떨어진 장소에 위선방향으로 연장되는 홈(478)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레버(474)의 직경은 요동부
재(462, 463)의 긴 구멍(464, 469)의 짧은 직경 크기 보다도 크지 않은 크기, 바람직하게는 긴 구멍(464, 
469)에 흔들림 없이 슬라이딩 가능하게 끼워질 수 있는 크기로 선택된다. 그리고, 레버(474)의 한단부가 
긴 구멍(464, 469)에 관통되어 삽입되고, 그 돌기(475)가 한쪽의 요동부재(462)의 긴구멍(464)에 끼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레버(474)에서 돌기(475)는 내부 케이스(453)에 부착된 상측의 요동부재(463)의 긴 
구멍(469)의 길이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돌출하게 되어 레버(474)가 위쪽으로 당겼을 때에는 돌기
(475)가 상측의 요동부재(463)에 의해 고정된다.

도 11과 같이 조립된 기구부분이 도 10에 도시한 외부 케이스에 수용된다. 이 때, 내부 케이스<74>
(453)는 도시하지 않은 나사 등의 적절한 수단으로 외부 케이스에 고정된다.

그리고, 내부 케이스(453)에는 도 12로부터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날개바퀴 내지 원반<75>
(459,460)에 대해서, 각각 포토인터럽터(photo-interrupter)(479, 480)가 대항하여 설치되어 있다. 이 포
토인터럽터(479, 480)는 각각 발광소자 및 수광소자(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하고 발광 소자로부터의 광이 
날개바퀴 내지 원반(459, 460)에 각각 형성된 슬릿(481, 483)을 통과하여 수광소자에 의해 수광된다. 따
라서, 포토인터럽터(479, 480)는 각각 슬릿(481,482)을 검출하고 슬릿(481, 482)에 따라서 날개 바퀴 내
지 원반(459,460)의 회전을 따른 펄스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요동부재(462, 463)의 요동축심(지지축(465,470))의 높이 레벨과 레버(474)의 구부(476)의 <76>
중심 높이 레벨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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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 케이스(451)에는 구부리기 쉬운 배선판(483)을 접속한 기판(도시하지 않음)이 조립되<77>
어 있고, 이 기판의 배선 패턴에 상술한 포토인터럽터(479,480)에 포함되는 발광소자나 수광소자가 전기
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도 1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쌍의 요동부재(462, 463)에 구비되어 있는 평탄면(466, <78>
471) 상에 홈부착링(484)이 걸리고 상기 홈부착링(484)의 상에 코일 스프링(485)이 배치된다. 홈부착링
(484)은 누름부재의 예시에서 레버(474)의 중립 상태에서는, 링(484)의 하부면이 수평이 되고 그 링(48
4)의 하부면과 상술한 평탄면(466,471)이 서로 면이 접촉하여 중복되어 만난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버(452)에는 가이드링(guide ring)(486)이 부착되어 있고 상기 가이<79>
드링(486)의 중앙부에 원형 구멍(487)이 형성된다. 가이드링(486)은 다시 구멍(487)의 주위로부터 바깥쪽
을  향해서  올라가는  경사지게  이루어진  가이드벽(488)을  포함한다.  즉,  가이드벽(488)은  전체로서  " 
절구" 또는 " 콘" 형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가이드벽(488)은 위에서 보았을 때, 8각형으로 이루어진 
외부 가장자리(491)를 갖는다.

또한, 구멍(487)의 직경은 상술한 레버(474)의 구형부(476)의 외부둘레 직경과 거의 동일한 크기<80>
로 선택된다. 따라서,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멍(487)의 구멍 가장자리가 레버(474)의 구형부(476)
에 접촉하고 레버(474)가 구형부(476)와 구멍(487)에 의해 전방위 요동 자유롭게 지지되도록 이루어져 있
다. 또한, 가이드링(486)의 구멍(487)에는 180。 떨어진 2곳에 원형의 보스(489)가 직경 내부 방향을 향
해서 돌출되어 있고 이 보스 (489)가 상기 구형부(476)에 설치되어 있는 위선방향(緯線方向)의 홈(478)에 
각각 끼워져 있다. 따라서, 레버(474)는 보스(489)의 축심회전으로 요동할 수 있지만, 레버(474) 자체의 
축심회전으로는 회전할 수 없다. 따라서, 구형부(476)의 홈(478)과 보스(489)에 의해 레버(474)가 상기 
축심회전으로 회전하는 것이 저지된다.

또한, 커버(452)를 외부 케이스(451)에 부착된 상태에서는 스프링(490)이 홈부착링(484)과 커버<81>
(452) 사이에 끼워져 압축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한쌍의 요동 부재(462,463)의 평탄면(466, 471)은 홈부
착링(484)을 통하여 스프링(490)의 힘으로 평상시 억압되어 있고, 이 압압작용(押壓作用)에 의해 한쌍의 
요동부재(462,463)의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지 않는 자세가 되도록 평상시 탄발 부세되며, 그 결과 레버
(474)가 수직자세, 즉 중립상태로 평상시 탄발부세(彈發付勢)된 상태가 된다.

레버(474)에는 조작 손잡이(492)가  레버(474)의  연결부(477)를  통하여 부착된다.  조작 손잡이<82>
(492)의 상부면에는 손가락을 두기 쉽도록 오목부(493)가 구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아날로그 죠이스틱 유닛에 있어서, 레버(474)의 경사방향 및 경사각도에 따라서, 요동<83>
부재(462,463)가 이동하고 요동부재(462,463)의 요동 각도에 따라서 날개 바퀴 내지 원반(469,470)이 회
전하면 그 원반(469,470)의 회전량에 따른 포토인터럽터(479,480)로부터 출력되고, 상기 펄스가 X축 및/
또는 Y축 방향의 좌표 신호로서 이용된다.

도 14는 컨트롤러(40) 및 확장장치의 한 예인 RAM 카트리지(50)의 상세한 회로도이다. 컨트롤러<84>
(40)의 하우징 내에는 각 스위치(403～407) 또는 죠이 스틱(45) 등의 조작 상태를 검출하고 그 검출 데이
터를 컨트롤러 제어회로(17)로 전송하기 위해, 조작 신호 처리 회로(44) 등의 전자회로가 내장된다. 조작
신호 처리회로(44)는 수신회로(441), 제어회로(442), 스위치신호 검출회로(443), 카운터 회로(444), 송신
회로(445), 죠이포트(joyport) 제어회로(446), 재설정 회로(447) 및 NOR 게이트(448)를 포함한다.

수신회로(441)는 컨트롤러 제어회로(17)로부터 송신되는 제어신호나 RAM 카트리지(50)으로의 입<85>
력 데이터 등의 시리얼 신호를 패러렐 신호로 변환하여 제어회로(442)에 부여한다. 제어회로(442)는, 컨
트롤러 제어회로(17)로부터 송신되는 제어 신호가 죠이스틱(45)의 X,Y 좌표의 재설정 신호일 때, 재설정 
신호를 발생하여 NOR 게이트(448)를 통하여 카운터(444)에 포함되는 X축용 카운터(444X)와 Y축용 카운터
(444Y)의 계수값을 재설정(0)시킨다. 죠이스틱(45)은 레버가 기우는 방향의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분
해하여 기우는 양에 비례한 펄스수를 발생하도록 X축용과 Y축용 포트 인터럽트를 포함하고 각각의 펄스 
신호를 카운터(444X)와 카운터(444Y)에 부여한다. 카운터(444X)는 죠이스틱(45)이 X축 방향으로 기울어졌
을 때, 그 기우는 양에 따라서 발생되는 펄스수를 계수한다. 카운터(444Y)는 죠이스틱(45)이 Y축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  기우는  양에  따라서  발생되는 펄스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카운터(444X)와 카운터
(444Y)의 계산값에 의해 결정되는 X축과 Y축의 합성벡터에 의해, 주인공 캐릭터 또는 커서(cursor)의 이
동 방향과 좌표위치가 결정된다. 또한, 카운터(444X) 및 카운터(444Y)는 전원투입시에 재설정 신호 발생 
회로(447)로부터 부여되는 재설정 신호, 또는 플레이어가 미리 결정하는 2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억압되었
을 때에 스위치신호 검출회로(443)로부터 부여되는 재설정 신호에 의해서도 그 계산값이 재설정된다.

스위치신호 검출회로(443)는 제어회로(442)로부터 일정 주기(예를 들어, 텔레비젼의 프레임 주기<86>
의 1/30초 간격)로 부여되는 스위치 상태의 출력 지령 신호에 응답하여 십자형 스위치(403), 스위치(404A
～404F, 405, 406L, 406R, 407)의 압압 상태에 의해 변화되는 신호를 판독하고 그것을 제어회로(442)로 
부여한다.

제어회로(442)는 컨트롤러 제어회로(17)로부터의 조작 상태 데이터의 판독지령 신호에 응답하여 <87>
각 스위치(403～407)의 조작 상태 데이터 및 카운터(444X, 444Y)의 계수값을 소정의 데이터 포맷의 순서
로 송신회로(445)에 부여한다. 송신회로(445)는 제어회로(442)로부터 출력된 패러렐신호를 시리얼 데이터
로 변환하고 변환회로(43) 및 신호선(42)을 통하여 컨트롤러 제어회로(17)로 전송한다.

또한, 제어회로(442)에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및 포트 커넥터(46)를 통하여 포트 제어회<88>
로(446)가 접속된다. 포트제어회로(446)는 확장 장치의 한 예인 RAM 카트리지(50)가 포트 커넥터(46)에 
접속되어 있을 때, CPU(11)의 명령에 따라서 데이터의 입출력 제어(또는 송수신 제어)를 실시한다. RAM 
카트리지(50)는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스에 RAM(51)을 접속하고 RAM(51)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지
(52)를 접속하여 구성된다. RAM(51)은 어드레스 버스를 이용하여 액세스 가능한 최대 메모리 용량의 반 
이하의 용량의 RAM이고, 예를 들어 256킬로비트의 RAM으로 구성된다.

이 RAM(51)은 게임에 관련된 백업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고 RAM 카트리지(50)가 포트 커넥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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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로부터 뽑아내어진 전지(52)로부터의 전원공급을 받아 기억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다.

도 15는 화상 처리장치가 컨트롤러(40)로부터 스위치(403～407) 및 죠이 스틱(45)의 각 조작 상<90>
태를 도시한 데이터를 판독할 때의 데이터 포트포맷을 도해한 것이다. 컨트롤러(40)에 의해 발생되는 데
이터는 4바이트의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제 1 바이트째의 데이터는 B,A,G, 시작, 상, 하, 좌, 우 즉 스위
치(404B, 404A, 407,405) 및 십자 스위치(403)의 상하좌우의 각 누름점이 눌러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예
를 들면, B버튼 즉 스위치(404B)가 눌려지면 제 1 바이트째의 최상위 비트가 「1」 이 된다. 마찬가지로 
제 2  바이트째는 JSRST,  0(실시예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L,  R,  E,  D,  C  및 F,  즉 스위치(409, 
406L, 406R, 404E, 404D, 404C, 404F)가 눌려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 제 3 바이트째는 죠이 스틱(45)의 X
방향의 경사각도에 따른 값인 X좌표(X카운터(444X)의 계수값)를 2진수로 나타낸다. 제 4 바이트째는 죠이
스틱(45)의 Y방향의 경사각도에 따른 값인 Y좌표(Y카운터(444Y)의 계수 값)을 2진수로 나타낸다. 각 X, Y
좌표값은 각각 8비트의 2진수로 나타나므로 이것을 10진수로 변환하면 죠이스틱((45)의 경사각도를 0～
255까지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최상위 비트를 음의 값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용하면, 죠이 스틱
(45)의 경사각도를 -128～127까지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 16은 LCD(Liquid Crystal Disapay)(62) 및 LCD 컨트롤러(61)를 포함하는 확장장치(60)가 컨트<91>
롤러(40)에 접속된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확장장치(60)가 커넥터(46)에 접속되면 LCD 
컨트롤러(61)는 죠이 포트 제어 회로(446)와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LCD 컨
트롤러(61)는 죠이포트 제어회로(446)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LCD(62)에 화상 신호를 출력한
다. LCD(62)는 LCD컨트롤러(61)로부터의 화상신호에 의해 화상을 표시한다.

또한, RAM을 포함하는 확장장치(50) 및 LCD(62)를 포함하는 확장장치(60)가 사용되었지만, 데이<92>
터를 송신 및/또는 수신하여 동작하는 임의의 확장장치가 이용 가능하다.

다음에 게임기(10)와 컨트롤러(40) 데이터의 송수신에 관한 동작을 설명한다.<93>

우선,  도  17의  게임기(10)  CPU(11)의  플로우  차트를  참조하여  화상  처리에  관한  설명을 <94>
실시한다. 스텝(S11)에서 CPU(11)는 도 4의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202)에 기억되어 있는 초기값(도시하지 
않음)에 기초하여 초기설정을 실시한다. 다음에, 스텝(S12)에서 CPU(11)는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202)에 
기억되어 있는 컨트롤러 패드 데이터 요구 명령을 버스 제어 회로(12)에 출력한다. 다음에, 스텝(S13)에
서 CPU(11)는 도 4의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202)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화상 데이터 영역(201)에 
기초하여 소정의 화상처리를 실시한다. 또한, CPU(11)가 스텝(S13)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 버스 제어회로
(12)는 스텝(S21-S24)을 실행하고 있다. 다음에, 스텝(S14)에서 CPU(11)는 도 4의 컨트롤러 패드 데이터 
영역(141)에 기억되어 있는 컨트롤러 패드 데이터에 기초하여 화상 데이터를 출력한다. 스텝(S14)을 종료
한 후에는 CPU(11)는 스텝(S12) - 스텝(S14)을 반복하여 실행한다.

버스 제어 회로(12)의 동작을 도 18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스텝(S21)에서 버스 제어 회로(12)는 <95>
CPU(11)가 컨트롤러 데이터 요구 명령(컨트롤러(40)의 스위치 데이터 또는 확장 장치(50)의 데이터 등의 
요구명령)을 출력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컨트롤러 데이터 요구 명령이 출력되어 있지 않으면 출력될
때까지 대기한다. 컨트롤러 데이터 요구 명령이 출력되어 있으면, 스텝(S22)으로 이동한다. 스텝(S22)에
서 버스 제어 회로(12)는 컨트롤러 제어 회로(17)에 컨트롤러(40)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명령(후에 
도시하는 명령(1) 또는 명령(2)등)을 출력한다. 다음에, 스텝(S23)에서 버스 제어 회로(12)는 컨트롤러 
제어 회로(17)가 컨트롤러(4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RAM(174)에 기억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버
스 제어회로(12)는 컨트롤러 제어회로(17)가 컨트롤러(4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RAM(174)에 기억되어 
있지 않으면 스텝(S23)에서 대기하고, 컨트롤러 제어회로(17)가 컨트롤러(4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RAM(174)에 기억되어 있으면, 스텝(S24)으로 이동한다. 스텝(S24)에서 버스 제어회로(12)는 컨트롤러 제
어회로(17)의 RAM(174)에 기억되어 있는 컨트롤러(40)의 데이터를 W-RAM(14)으로 전송한다. 버스 제어회
로(12)는 W-RAM(14)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스텝(S21)로 돌아가고 스텝(S21)-스텝(S24)의 동작을 반
복한다.

또한, 상술한 플로우차트에서는 버스 제어회로(12)가 RAM(174)으로부터 W-RAM(14)로 데이터를 전<96>
송한 후, CPU(11)가 W-RAM(14)에 기억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예를 나타냈지만, CPU(11)가 버스 제어회로
(12)를 통하여 직접 RAM(174)의 데이터를 처리해도 좋다.

도 19는 컨트롤러 제어회로(17)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스텝(S31)에 있어서, <97>
버스 제어회로(12)로부터의 입력 대기의 유무가 판단된다. 입력대기가 아니면,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
1)는 버스 제어회로(12)로부터의 입력대기가 있을때까지 대기한다. 입력 대기이면, 다음 스텝(S32)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가 제 1 ～ 제 4 채널에 대한 명령 및/또는 데이터(이하 「명령/데이터」 로 약
칭)를 RAM(174)에 기억시킨다. 스텝(S33)에 있어서, 제 1 채널의 명령/데이터가 커넥터(181)에 접속되어 
있는 컨트롤러(40)에 송신된다. 제어회로(442)는 명령/데이터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작을 실시하고, 게임
기(10)에 송신해야할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 데이터의 내용은 제어회로(442)의 동작 설명에서 후술한다. 
스텝(34)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가 제어회로(442)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이터를 
RAM에 기억시킨다.

이후, 스텝(S33, S34)의 제 1 채널의 동작과 동일하게 하여 스텝(S35)에서 제 2 채널의 명령/데<98>
이터가 컨트롤러(40)에 송신된다. 제어회로(442)는 이 명령/데이터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작을 실시하고 
게임기(10)에 송신할 데이터를 출력한다. 스텝(S36)에서, 제 2 채널의 데이터 전송 및 입력 처리가 실시
된다. 또한, 스텝(S37)에서, 제 3 채널의 명령/데이터가 컨트롤러(40)에 송신된다. 제어회로(442)는 이 
명령 데이터에 기초하여 소정의 동작을 실시하고 게임기(10)에 송신할 데이터를 출력한다. 
스텝(S38)에서, 제 2채널의 데이터 전송 및 입력 처리가 실시된다. 또한, 스텝(S39)에서 제 4 채널의 명
령/데이터가 컨트롤러(40)에 송신된다. 컨트롤러(40)의 제어회로(442)는 이 명령/데이터에 기초하여 소정
의 동작을 실시하고 게임기(10)에 송신할 데이터를 출력한다. 스텝(S40)에서 제 4 채널의 데이터 전송 및 
입력 처리가 실시된다. 계속하여 스텝(S41)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가 스텝(S34, S36, S38, S40)에
서 수신한 데이터를 일괄하여 버스 제어회로(12)로 전송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제 1 채널로부터 제 4 채널의 데이터, 즉 커넥터(181～184)에 접속되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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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각 컨트롤러(40)에 대한 명령 및 각 컨트롤러(40)로부터 판독할 조작상태 데이터가 시간 분할처리에 
의해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와 각 컨트롤러(40) 내의 제어회로(442) 사이에서 전송된다.

도 20은 컨트롤러 회로(44)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스텝(S51)에서, 명령<100>
이 게임기(10)로부터 제어회로(442)에 입력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명령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명령이 입력될 때까지 대기한다. 명령이 입력되면, 스텝(S52)에서 제어회로(442)에 입력된 명령이 상태요
구 명령(명령 「0」 )이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명령 「0」 의 경우에는 스텝(S53)으로 나아가고 상
태송출처리가 실시된다.

스텝(S53)에서 CPU(11)가 명령 「0」 을 출력한 경우, 게임기(10)와 컨트롤러(40) 사이에서 도 <101>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맷의 데이터가 송수신된다. 이 때, 제어회로(442)는 1바이트(8비트)로 구성되는 
명령 「0」 의 데이터를 수신하면 유형L(1바이트), 유형H(1바이트) 및 상태를 송신한다. 여기에서 유형
(L) 및 유형(H)은 죠이포트 커넥터(46)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를 식별하는 데이터이
고 RAM 카트리지(50)에 기록되어 있는 고유의 데이터이다. 이로써, 게임기(10)는 컨트롤러(40)에 어떤 확
장장치(예를 들어, RAM 카트리지(50) 또는 LCD(62) 등의 그외의 확장기기)가 접속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태는 포트에 RAM 카트리지(50) 등의 확장장치가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재설정 
후에 확장장치가 접속되었는지의 여부를 도시한 데이터이다.

한편, 스텝(S52)에서 명령 「0」 이 아닌 것이 판단되면 스텝(S54)에서 입력된 명령이 패드 데이<102>
터 요구 명령(명령 「1」 )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명령 「1」의 경우는 스텝(S55)으로 나아가고, 패
드 데이터의 송출 처리가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CPU(11)가 명령 「1」 을 출력한 경우는, 게임기(10)와 
컨트롤러(40) 사이에서 도 22에 도시한 포맷 데이터가 송수신된다. 이 때, 제어회로(442)는 1바이트(8비
트)로 구성되는 명령(1)의 데이터를 수신하면, B,A,G, 시작, 상, 하, 좌. 우, L, R, E, D, C, F의 14개의 
스위치 데이터(16비트)와  JSRST(1비트)와  카운터(444X)  및  카운터(444Y)의  데이터(16비트)를  송신한다. 
이들 데이터를 게임기(10)에 송신함으로써 조작자가 컨트로러(40)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게임기(10)에 인
식시키고, 게임기(10)가 컨트롤러(40)의 조작상태에 따라서 화상을 변화시키데에 이용된다.

상술한 스텝(S54)에서 명령 「1」 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속 스텝(S56)에서 입력된 명령이 확<103>
장 커넥터에 접속되는 RAM 카트리지(50)에 관련되는 데이터의 판독 요구 명령(명령 「2」 )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명령 「2」 의 경우는, 스텝(S57)으로 나아가고 확장 커넥터 기록 처리가 실시된다. 구체적으
로는 CPU(11)가 명령 「2」 를 출력한 경우에는, 게임기(10)와 컨트롤러(40) 사이에서 도 23에 도시한 바
와 같이 포맷의 데이터가 송수신된다. 이 때, 제어회로(442)는 1바이트(8비트)로 구성되는 명령(2) 데이
터, 어드레스의 상위 비트를 도시한 어드레스(H)(8비트), 어드레스의 하위 비트(3비트)를 나타내는 어드
레스(L) 및 송수신 어드레스 데이터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어드레스(CRC)(5비트)를 수신하면, 수신한 어
드레스 데이터에 기초하여 RAM 카트리지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32바이트) 및 데이터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어드레스(CRC)(8비트)를 송신한다. 이와 같이 RAM 카트리지(50)(또는 다른 확장장치)와 게임기(10)
가 접속됨으로써, 게임기(10)가 RAM 카트리지(50) 등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상술한 스텝(S56)에서 명령 「2」 이 아닌 것이 판단되면, 계속 스텝(S58)에서 입력된 명령이 확<104>
장 커넥터(46)애 접속되어 있는 RAM 카트리지(50)에 관련하는 정보의 입력요구 명령(명령 「3」 )인지 아
닌지를 판단한다. 명령 「3」 의 경우는 스텝(S59)에서 확장 커넥터(46)에 접속되어 있는 RAM 카트리지
(50)의 데이터 판독처리가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CPU(11)가 명령 「3」 을 출력하면, 명령 「3」 에 응
답하여 도 24에 도시한 데이터가 게임기(10)와 컨트롤러(40) 사이에서 송수신된다.

즉, 제어회로(442)는 1바이트(8비트)로 구성되는 명령(3) 데이터, 어드레스의 상위 비트를 도시<105>
한 어드레스(H)(8비트), 어드레스의 하위 비트(3비트)를 나타내는 어드레스(L), 송수신 어드레스 데이터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어드레스(CRC)(5비트)  및  RAM  카트리지(50)에  송신할  데이터(32바이트)를 
수신하면, 수신한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어드레스(CRC)(8비트)를 송신한다. 이와 같이 
확장장치(50)와 게임기(10)가 접속됨으로써 게임기(10)가 확장장치(50)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한, 이와 같이 확장장치(50)와 게임기(10)이 접속되어 있어 컨트롤러(40)의 기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상술한 스텝(S58)에서 명령 「3」 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텝(S60)에서 재설정 명령(명령(255))인<106>
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재설정 명령(255)인 경우에는 스텝(S61)에서 죠이스틱(45)의 카운터(444)의 재설
정 처리가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CPU(11)가 명령(255)을 출력한 경우, 게임기(10)와 컨트롤러(40) 사이에서 도 25에 <107>
도시한  데이터가  송수신된다.  즉,  컨트롤러(40)의  제어회로(442)는  1바이트(8마이트)로  구성되는 명령
(255)의 데이터를 수신하면 재설정 신호를 출력하고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444Y)를 재설정하며, 상술
한 유형(L)(1바이트), 유형(H)(1바이트) 및 상태를 송신한다.

컨트롤러 제어회로(17)가  접속용 잭(41)을  컨트롤러용 커넥터(181)에  접속하고 있는 컨트롤러<108>
(40)(컨트롤러(A))의 죠이포트 커넥터(46)에 접속되어 있는 확장장치(50)내의 RAM(51)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접속용 잭(41)을 컨트롤러용 커넥터(182)에 접속되고 있는 컨트롤러(40)(컨트롤러(B))의 죠이
포트 커넥터(46)에 접속되어 있는 확장장치(50)내의 RAM(51)에 전송하는 동작을 도 26의 플로우차트를 이
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조작자가 컨트롤러(40)를 조작하여 백업 개시를 결정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복사 <109>
개시를 결정하면, 스텝(S191)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는 컨트롤러(A)에 명령 " 2" 를 송신한다.

컨트롤러(A)는 명령 "2"에 따른 소정의 동작을 실시하고 RAM(51)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110>
터 전송제어회로(171)에 송신한다. 스텝(S193)에서 데이터 전송 제어회로(171)는 컨트롤러(A)로부터 수신
한 데이터를 RAM(174)에 기억시킨다. 스텝(S194)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는 RAM(174)에 기억된 데
이터를  W-RAM(14)에  전송한다.  컨트롤러(A)에  접속되어  있는  RAM(51)과  컨트롤러(B)에  접속되어  있는 
RAM(51)에서  데이터의  포맷이  다를  때에는  W-RAM(14)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CPU(11)에  의해 
변경한다. 스텝(S195)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는, W-RAM(14)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RAM(17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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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다.  스텝(S197)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는  컨트롤러(B)에  명령  "  3"  을  송신한다. 스텝
(S196)에서 데이터 전송제어회로(171)는 RAM(174)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러(B)에 송신한다. 스
텝(S198)에서 컨트롤러(A)로부터 컨트롤러(B)에 전송할 데이터를 모두 전송 완료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
다. 전송완료한 경우에는 백업 동작을 종료한다. 전송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91)～스텝(S198)을 
재실행한다.

이와  같이  하여  스텝(S191)～스텝(S198)을  실행함으로써  컨트롤러(A)  접속된  확장장치(50)의 <111>
RAM(51)에 기억된 데이터를 컨트롤러(B)에 접속된 확장장치(50)의 RAM(51)에 기억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대전상대의 대전기록을 분석하고 이후의 대전에 참고로 하거나, 레이싱 게임이나 야구 <112>
게임을 혼자서 즐길 때에도 상대 머신의 튜닝(tuning) 데이터나 야구팀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상대 머신
이나 야구팀과 대전할 수 있다.

다음에 상술한 죠이스틱(45)의 재설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113>

죠이스틱(45)의 원점을 결정하는 재설정 방법은 버튼의 조작에 의한 재설정, 전원의 온-오프에 <114>
의한 재설정 및 게임기(10)에 의한 재설정 등 3개의 방법이 있다.

(1)버튼의 조작에 의한 재설정<115>

도 27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죠이스틱(45)의 경사상태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카운터(44<116>
4)의 재설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스텝(S432)에서 스위치 신호 검출회로(443)가 버튼(406L), 버튼
(406R) 및 버튼(405)이 동시에 눌러졌는지 아닌지를 검출한다. 그리고, 3개의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을 
때는  계속  스위치  신호의  검출을  속행한다.  또한,  3개의  버튼이  눌려진  경우에는  재설정  신호를 
출력한다.

이 재설정 신호가 출력됨으로써 스텝(S434)에서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444Y)의 계수값이 재<117>
설정된다. 따라서, 버튼(406L), 버튼(406R) 및 버튼(405)이 동시에 눌려진 때마다 죠이스틱의 원점이 결
정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버튼(406L), 버튼(406R) 및 버튼(405) 등 3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118>
스위치 신호검출회로(443)가 재설정 신호를 발생시키는 예를 도시했지만, 특별히 이 3개의 버튼이 아니어
도 좋다. 예들 들어, 사용자가 누르는 버튼은 3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2개이어도 4개이어도 좋다. 또
한, 재설정하기 위한 버튼은 상술한 3개의 버튼이 아니고 그 외에 설정된 버튼중 어느 버튼을 설정해도 
좋다.

(2)전원의 온-오프에 의한 재설정<119>

도 2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그 외의 카운터(444)의 재설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컨트롤<120>
러(40)가 게임기(10)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게임기(10)의 전원 스위치를 온하거나, 컨트롤
러(40)가 게임기(10)에 미접속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컨트롤러(40)의 접속용 잭을 게임기(10)의 컨트롤러
용 커넥터(181-184)에 꽂아 컨트롤러(40)에 전원을 공급함에 따라서, 파워 온 재설정 회로(447)가 재설정 
신호를 출력한다. 이 재설정 신호가 출력됨으로써 스텝(S442)에서,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444Y)의 계
수값이 재설정된다. 따라서, 전원이 컨트롤러(40)에 공급될 때마다 죠이스틱의 원점이 결정된다.

(3)게임기(10)에 의한 재설정<121>

상술한 도 20의 스텝(S60) 및 스텝(S61)의 재설정이 있다. 이 재설정에 의해 게임기(10)의 처리<122>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죠이스틱(45)의 원점을 결정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으로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444Y)를 재설정 할 수 있다. 레버(474)가 중립하고 <123>
있을 때(사용자에 의해 조작되고 있지 않을 때) 재설정 신호가 출력됨으로써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
(444Y)에 틀린 계수값이 기억된 채로 게임기(10)에 틀린 계수값을 송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컨트롤러(40)에 의해 화면을 변화시키는 예를 도 29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29의 좌측 <124>
도면은 레버(474)의 물리적인 경사량을 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심에 그려져 있는 
원이 레버(474)의 위치를 나타내고 이 도면에서는 조작자가 조작하지 않는 상태(레버(474)가 하우징에 대
해서 수직으로 직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조작자쪽에서 보아 레버(474)를 전방으로 기울였을 
때는 원이 Y축에 대해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레버(474)를 후방으로 기울였을때는 원이 Y축에 대해서 -방
향으로 이동한다. 또한, 조작자쪽에서 보아 레버(474)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원이 X축에 대해서 +
방향으로 이동하고, 레버(474)를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원이 X축에 대해서 -방향으로 이동한다.

도 29의 우측 도면은 실시예의 한 예로서, 레버(474)를 전후좌우로 기울임으로써 조준(35)을 상<125>
하좌우로 움직이여 적(34)에 조준을 맞추는 게임의 표시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구름(31), 산(32) 및 건물
(33)은 화면이동 등으로 변화시키는 배경화면이고 적(34)은 화면상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상이다. 예를 
들면,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34)이 화면의 오른쪽 위쪽에 나타나고 있을 때, 조작자는 레버(474)를 
오른쪽 앞쪽으로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 컨트롤러(40)내에 있는 X카운터(444X)가 가산되어 계수값이 커
지고, Y카운터(444Y)가 가산되어 계수값이 커진다. 이 계수값의 데이터는 게임기(10)에 송신된다.

게임기(10)는 이 가산값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준(35)의 표시위치를 변화시킨다. 그 결과, 조준<126>
(35)과 적(34)이 겹쳐지게 된다. 그리고, 겹쳐졌을 때 버튼(404A)등의 버튼을 누르면, 이 스위치 데이터
도 상술한 가산값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게임기(10)에 송신된다. 그 결과, 게임기(10)는 미사일(도시하지 
않음) 등을 화면에 나타내고, 적(34)에 맞도록 표시하기 위한 화상신호를 발생시킨다.

다음에 레버(474)를 중심부보다 어긋나게 하여 (기울여) 재설정한 경우의 예를 도 30을 이용하여 <127>
설명한다. 도 30의 좌측 도면의 실선의 원으로 도시한 좌표위치에서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444Y)를 
재설정했을 때, 조작자가 레버(474)로부터 손을 떼면, 레버(474)는 좌표의 중심위치(파선의 원으로 도시
한 위치)로 복귀한다. 이 때의 화상표시의 변화를 도 30의 우측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X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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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444X) 및 Y카운터(444Y)를 재설정했을 때는 도 30의 우측 도면과 동일하게 조준(35)이 실선의 원의 위
치에 표시되 있다. 왜냐하면,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444Y)의 계수값이 0이므로, 초기값과 동일한 계
수값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조작자가 레버(474)로부터 손을 떼어 레버(474)가 좌표의 중심위치로 복귀했
을 때, 컨트롤러(40)내에 있는 X카운터(444X)가 가산되어 계수값이 커지고, Y카운터(444Y)가 감산되어 계
수값이 작아진다. 이 계수값 데이터는 게임기(10)에 송신된다. 게임기(10)는 이 계수값 데이터를 사용하
여 조준(35)의 표시위치를 변화시킨다.(파선의 조준(35)의 위치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재설정을 어떤 때에 실시하는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조작자가 적(34)이 출현하는 <128>
위치를 도 30 우측 도면의 파선의 조준(35) 위치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그 경우, 적(34)이 출현한 순간에 
파선의 조준(35) 위치에 조준(35)을 맞추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파선의 조준(35)으로 조준(35)을 
계속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게임을 조작하는 것으로서 지루하고, 예상 이외의 장소로부터 적(34)이 출현했
을 때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적(34)이 출현한 순간에 파선의 조준(35) 위치에 조준
(35)을  맞추고  자유롭게  다른  장소로  조준(35)을  이동시키도록  하기  위해  상술한  재설정  기능을 
이용한다. 조작자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조작자는 실선의 조준(35)을 기준으로 적(34)이 
나타난다고 예상한 위치(파선의 조준(35)의 위치)와 대상의 위치에 조준(35)이 표시되도록 레버(474)를 
기울인다. 그 때, 레버(474)의 물리적 좌표는 도 30 좌측 도면의 실선 원의 위치가 된다. 이때, 조작자는 
버튼(406L),  버튼(406R)  및  버튼(405)  3개를  동시에  누른다.  그렇게  하면,  X카운터(444X)  및 Y카운터
(444Y)가 재설정되고 조준(35)은 실선의 조준(35) 위치에 표시된다. 그리고, 조작자는 자유롭게 조준(3
5)을 움직이고 적(34)의 출현을 기다린다. 만약, 파선의 조준(35) 위치에 적(34)이 출현했을때, 조작자는 
레버(474)로부터 손을 뗀다. 그렇게 하면, 레버(474)는 도 30 좌측도면의 파선 원의 물리적 좌표 위치로 
복귀한다. 그 결과, 조준(35)은 파선의 조준(35)의 위치에 표시된다. 조작자는 조준(35)을 적(34)에 정확
하게 맞추어 버튼(404A) 등의 스위치를 누르면, 미사일(도시하지 않음) 등이 화면에 표시되고 적(34)에게 
맞는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재설정을 실시하면, 레버(474)를 우측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 때문에, 조작자가 레버(474)를 우측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싶을 때에 유효하다.

본 발명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도시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해 및 한 예로서 사용한 것으로 한<129>
정하여 해석해서는 않되는 것은 분명하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시에 조작기 데이터를 발생하고, 플레이어에 의해 조작되도록 조정되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연결되는 게임기에 있어서,

소정의 축적 프로그램에 따라 화상처리 동작을 실행하도록 동작 가능한 메인 중앙 프로세서;

상기 조작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게임 플레이 동안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 게임 관련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기 중앙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된 동작 기억장치;

상기 플레이어 컨트롤러로부터 조작기 데이터를 복조하여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회로;

조작기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일시 기억장치;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정의 데이터 처리를 실시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및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로부터의 데이터 출력을 변조하여 상기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송신하는 데이
터 송신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는 조작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명령 데이터를 출력하며,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에서 상기 송신회로로 상기 명령 데이터 출력을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고, 그 결과 상기 수신회로에 의해 수신된 조작기 데이터는 상기 일시 기억장치에 
기억되고, 상기 동작 기억장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는 상기 동작 기억장치의 특정 어드레스로부터 특정 조작기 데이터를 판
독하기 위해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기.

청구항 3 

조작자에 의해 조작되는 플레이터 컨트롤러 조작기와, 상기 조작기로부터 수신된 조작기 데이터
에 기초하여 화상처리 동작을 실행하는 게임기를 포함하는 게임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게임기는

소정의 축적 프로그램에 따라 화상처리 동작을 실행하는 메인 중앙 프로세서;

상기 조작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게임 플레이 동안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 게임 관련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된 동작 기억장치;

상기 조작기로부터 조작기 데이터를 복조하여 수신하는 제 1 수신회로;

명령 데이터 및 조작기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일시 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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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명령에 따라 소정의 데이터 처리를 실시하는 제 
1 데이터 프로세서;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로부터의 데이터 출력을 변조하여 상기 조작기로 송신하는 제 1 송신
회로; 및

상기 게임기와 상기 조작기를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를 포함하고,

상기 조작기는

상기 제 1 송신회로로부터의 데이터를 복조하여 수신하는 제 2 수신회로;

조작자에 의해 조작되는 스위치;

상기 스위치의 조작 상황에 관한 조작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데이터 프로세서; 및

상기 제 2 데이터 프로세서로부터의 조작기 데이터 출력을 변조하여 상기 게임기로 송신하는 송
신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조작기와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조작기를 상기 커넥터에 접속함으로써 전기적
으로 접속되고,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는 조작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명령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에서 상기 제 1 송신회로로 명령 데이터 
출력을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고, 그 결과 상기 제 1 수신회로에 의해 수신된 조작기 데이터는 상기 일
시 기억장치에 기억되고, 상기 동작 기억장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기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기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상기 제 2 데이터 프로세서에 접속된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상기 제 2 데이터 프로세서에 접속된 데이터 버스;

외부 전자회로; 및

상기 어드레스 버스 및/또는 데이터 버스를 상기 외부 전자회로에 접속하기 위한 조작기 커넥터
를 또한 포함하고,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는 조작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명령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메인 중앙 프로세서에서 상기 제 1 송신회로로 명령 데이터 
출력을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제 2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송신회로로부터의 명령 데이터에 기초하여 소정의 어드
레스 데이터 및/또는 데이터를 상기 외부 전자회로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기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기 커넥터는 판독 및 입력 가능한 외부 메모리와 접속되며,

상기 제 2 데이터 프로세서는 어드레스 데이터 및/또는 데이터를 출력함으로써 상기 외부 메모리
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외부 메모리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
임기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는 복수의 상기 조작기들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복수의 상기 조작기들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동작 가능하고,

각각 외부 메모리를 갖는 적어도 2개의 조작기가 제공될 때,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외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외부 메모리 이외의 다른 외부 메모리로 데이터를 송신하도
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기 시스템 .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외부 메모리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일시 기억한 후에 상기 
외부 메모리 이외의 다른 외부 메모리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상기 동작 기억장치로부터 데이터를 판
독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기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조작장치를 갖는 게임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게임기는 데이터 전송 제어회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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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컨트롤러 제어회로를 구비하고 제 1 컨트롤러에 장착된 제 1 외부RAM의 데이터를 제 2 컨트롤러
에 장착된 제 2 외부RAM에 전송할 때 데이터 전송 제어회로가 제 1 컨트롤러에 소정 명령을 송신하며, 제 
1 외부RAM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전송제어회로를 통하여 내부 RAM에 기억되고 데이터 전송제
어회로는 제 2 컨트롤러에 소정 명령을 송신하며, 이에 따라서 내부 RAM에 기억된 데이터가 제 2 컨트롤
러에 송신되고 제 2 외부 RAM에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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