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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단말기에서 전자책과 연관된 피드백 제공 방법 및 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전자책 리더 기능을 구비한 단말기에서 전자책과 연관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피드백 제공 방법은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휴대 단말의 페이지와 연관된
피드백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페이지에서 터치를 검출
하는 단계; 상기 터치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의 넘김을 시작하
는 단계; 및 상기 페이지의 넘김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에 대응되는 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청각적 피드백을 제
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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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휴대 단말의 페이지와 연관된 피드백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제1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에서 터치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터치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따라 상기 전자책의 제2 페이지의 일부분을 표시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상기 제2 페이지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페이지에 대응하는 이력 정보를 음성 데이터로 출력하기(TTS; Text To Speech), 상기 제2 페이지에 추
가된 음성 메모로 출력하기 및 상기 제2 페이지에 대응되는 음악을 재생하기 중에서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음악에서 상기 제2 페이지에 대응되는 재생 구간만 재생하기 및 상기 음악의 전부를 재생하기 중에서 하나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은,
상기 제2 페이지의 두께, 무게, 및 재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상기 터치의 위치, 상기 터치의 움직임의 방향 및 상기 터치의 움직임의 빠르기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상기 전
자책의 각 페이지를 상이하게 변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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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청각적 피드백에 대응되는 청각 피드백 창을 상기 제2 페이지에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 피드백 창은,
상기 제2 페이지의 여백 또는 상기 터치의 움직임의 방향의 연장선에 인접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적 피드백은,
상기 제2 페이지의 넘김이 완료되기 전에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페이지에 대응되는 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제2 페이지와 연관된 알람 정보가 있는 경우 알람음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페이지에서 검출된 제2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페이지의 넘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페이지의 넘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터치의 움직임과 상기 제2 터치의 움직임의 검출된 시간 차이가 미리 설정된 임계 시간 이내인 경우 상기
제2 페이지를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12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휴대 단말의 페이지와 연관된 피드백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제1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를 표시하는 동안 상기 휴대 단말로부터 음악을 재생하는 단계;
상기 재생되는 음악을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저장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정보를 상기 제1 페이지와 연관시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페이지에서 검출되는 터치의 움직임에 따라 상기 전자책의 제2 페이지가 표시되는 중에 상기 제1 페이
지를 표시하기 위한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페이지와 연관되어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음악을 재생하
고, 상기 제1 페이지에 설정된 특성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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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을 재생하는 단계는,
상기 재생되는 음악에 대응되는 청각 피드백 창을 상기 제1 페이지에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은, 상기 제1 페이지의 두께, 무게, 및 재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로부터 상기 음악이 재생되면, 상기 재생되는 음악을 나타내는 정보의 저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팝업창을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팝업창은,
상기 제1 페이지가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음악의 재생이 시작될 때, 상기 음악이 재생 중인 상태에서 상
기 제1 페이지가 넘어갈 때, 상기 음악이 재생 중인 상태에서 상기 제1 페이지의 표시가 종료될 때, 및 상기 전
자책의 실행이 종료될 때 중에서 하나의 시점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15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휴대 단말의 페이지와 연관된 피드백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제1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가 표시되면,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와 연관시킬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에서 검출되는 터치의 움직임에 따라 상기 전자책의 제2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페이지가 표시되는 중에 상기 제1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1 페이지에 설정된
특성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가 텍스트인 경우, 상기 텍스트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드백 제공 방법.
청구항 17
터치스크린; 및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터치스크린을 제어하여 전자책의 제1 페이지를 표시하고, 상기 제1 페이지에서 터치의 움직임을 검출하고,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따라 상기 전자책의 제2 페이지의 일부분을 표시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상기 제2 페이지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
청구항 18

-5-

등록특허 10-18958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2 페이지에 대응하는 이력 정보를 음성 데이터로 출력하기(TTS; Text To Speech), 상기 제2 페이지에 추
가된 음성 메모로 출력하기 및 상기 제2 페이지에 대응되는 음악을 재생하기 중에서 하나를 수행하고,
상기 제2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은, 상기 제2 페이지의 두께, 무게, 및 재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상기 시각적 피드백은 상기 터치의 위치, 상기 터치의 움직임의 방향 및 상기 터치의 움직임의 빠르기 중 적어
도 하나에 의해 상기 전자책의 각 페이지를 상이하게 변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기.
청구항 20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단말기에서 구현되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제1 페이지를 표시하고, 상기 제1 페이지에서 터치를 검출하며, 상기 터치의 움직
임을 검출하며,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따라 상기 전자책의 제2 페이지의 일부분을 표시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에 대응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상기 제2 페이지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출력하도록 구성된 기록 매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전자책 리더 기능을 구비한 단말기에서 전자책과 연관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
서를 총칭한다. 사용자는 전자책 리더 기능을 구비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표시되는 전자책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전자 기기 예컨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전자책을 구입하
고 독서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책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3]

일반적으로 단말기는 사용자의 입력 정보에 따라 전자책의 페이지를 넘긴다. 그러나 이러한 페이지 넘김은 매우
단순하여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예컨대 종래 페이지 넘김 방법 및 장치는 페이지
넘김과 관련된 사용자의 입력 정보(예, 다음 페이지(next page) 버튼의 누름)를 검출하면, 현재 표시되는 페이
지를 다음 페이지로 순간적으로 교체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피드백은 실제로 페
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웹 페이지를 브라우징하는 것과 같다. 한편 근래 단말기는 터치스크린을 구
비하는 추세이다. 단말기는 임의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중에 사용자 제스처를 검출하고, 검출된 사용자 제스처에
응답하여 페이지가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즉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단말기는 페이지를 직접 조작하듯
페이지를 넘기는 느낌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은 실제 종이
책이 갖는 아날로그적인 사실감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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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본 발명은 전자책 리더 기능을 구비한 단말기에서 전자책과 관련한 사용자 입력 정보에 응답하여 감성적인 피드
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5]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피드백 제공 방법은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휴대 단말의 페이지와 연관된 피드백 제
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페이지에서 터치를 검출하는 단
계; 상기 터치의 움직임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의 넘김을 시작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지의 넘김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에 대응되는 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06]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피드백 제공 방법은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휴대 단말의 페이지와 연관된 피드백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휴대 단말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단
계; 상기 표시되는 페이지 상에서 상기 재생되는 음악에 대응되는 음악 재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저장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음악 재생 정보를 상기 페이지와 연관시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지의 다시 표시 및 상기 다시 표시된 페이지의 넘기기 중 하나인 경우, 상기 저장된 음악 재생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음악을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07]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피드백 제공 방법은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휴대 단말의 페이지와 연관된 피드
백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에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단계; 상기 페이지와 연관된 사용자 입
력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를 상기 페이지와 연관시켜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지의
다시 표시 및 상기 다시 표시된 페이지의 넘기기 중 하나인 경우, 상기 사용자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청각적 피
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0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휴대 단말기는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터치스크린; 상기 페이지에 대응되는
이력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및 상기 터치스크린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페이지
에서 터치의 움직임을 검출하고, 상기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의 넘김을 시작하며, 상기 페이지
의 넘김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에 대응되는 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09]

이상으로 본 발명에 따른 휴대 단말기 및 피드백 제공 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전자책을 읽을 때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피드백 특히,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0]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의 구성을 보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지 메쉬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책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는 전자책 설정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5는 전자책과 관련한 피드백의 설정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6은 페이지와 연관시켜 사용자 입력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7은 저장된 사용자 입력 정보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은 페이지와 연관시켜 음악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9는 저장된 음악 재생 정보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1A 내지 도 1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시도들이다.
도 14A 내지 도 14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시도들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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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이하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
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 설명과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
므로, 본 출원 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첨부 도면에서 일부 구성요소는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또는 개략적으로 도시되었으며, 각 구성요
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에 그려진 상대적인 크
기나 간격에 의해 제한되어지지 않는다.

[0012]

본 발명에서 '전자책(e-book)'은 분야별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분야는 크게, 서적(book), 교과서
(textbook), 잡지(magazine), 신문(newspaper), 만화(comic), 전문 서적(specialty publication) 등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더 세세하게 분류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서적은 소설, 수필, 시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또한, 전자책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사용자 입력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13]

본 발명에서 애니메이션은 콘텐츠 특히, 페이지의 움직임(motion) 또는 이러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단말기의 기
능을 의미한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사용자의 입력 정보(예컨대, 터치제스처 등)에 응답하여 페이지가 볼록하게
변형되는 모습, 페이지가 볼록하게 변형되면서 넘어가는 모습, 페이지가 눌려지는 모습, 페이지가 접히는 모습
등을 포함한다.

[0014]

본 발명에서 '페이지 메쉬(page mesh)'는 페이지의 기하학적인 정보로 정의된다. 이러한 페이지 메쉬는 다수의
노드와 이들 노드들을 각각 연결하는 링크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노드에는 적절한 질량 값이 할당되고 각각의
링크에는 적절한 탄성 값이 할당된다. 여기서 탄성 값은 사용자에게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종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당될 수 있다. 예컨대, 페이지가 두껍게 설정될 경우(즉, 질량 값이 큰 경우) 탄성 값은
크게 할당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페이지가 얇은 경우 탄성 값은 적게 할당될 수 있다. 또한, 페이지의 안
쪽 방향(예를 들어, 책등(spine))에 위치한 노드들은 큰 질량 값이 할당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바깥쪽 방향(예
를 들어, 책 에지(edge))에 위치한 노드들은 안쪽에 비해 위치 변화가 크므로 작은 질량 값이 할당될 수 있다.
물론 모드 노드들에 동일한 질량 값이 할당될 수도 있다.

[0015]

각각의 노드에 작용하는 힘은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탄성력과 같은 내부 힘이 있다. 그리고 중력이나
인위적인 힘(human power)과 같은 외부 힘이 있다. 이러한 외부 힘에서 중력은 노드들을 아래로 당기는 힘으로
정의된다. 페이지가 표시되는 화면이 XY 평면이고 사용자의 관점(viewpoint)이 상기 XY 평면에서 Z축의 양의 방
향이면, 상기 XY평면의 아래는 Z축의 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Z축은 상기 XY 평면에 수직이다. Z
축은 실제 축(actual axis)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페이지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가상의 축이다. 중력
은 모든 노드들에 동일하게 작용될 수 있다. 단 중력은 사용자에게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종이의 특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실제 종이책의 페이지를 들어 올렸다가 놓으면, 해당 페이
지가 얇은 경우 천천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두꺼운 경우 빨리 떨어질 것이다. 다음 표 1은 종이의 종류별로 두
께를 예시한 것이다. 표 1을 참고하면, 전단지보다 상대적으로 팜플렛이 빨리 떨어질 것이다.

표 1
[0016]

신문에 삽입되는 전단지
잡지본문, 광고지
티켓, 주간지 표지, 팜플렛
패션 잡지 표지, 명함
스케치북
인쇄 용지

[0017]

52.3g/ m
64g/ m

2

2

127.9g/ m
157g/ m
200g/ m
75g/ m

2

2

2

2

한편 인위적인 힘은 사용자가 페이지에 작용하는 힘이다. 예컨대, 터치스크린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제스처가 인
위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터치제스처는 플릭(Flick), 드래그(Drag) 및 프레스(press) 등과 같이 크기(빠
르기, 이동 거리 등)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다. 사용자에 의해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는 노드는 인위적인 힘의
이동에 대응하여 상기 인위적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때 인위적인 힘은 링크들을 통해 다른 노드들에도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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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8]

결과적으로 각각의 노드들에는 내부 힘과 외부 힘을 합한 힘이 작용된다. 인위적인 힘이 표시되는 페이지에 가
해지면, 단말기의 제어부는 가해진 인위적인 힘을 기반으로 각각의 노드들에 작용하는 힘들을 계산하고, 계산된
각각의 노드들의 힘들을 바탕으로 페이지 메쉬를 변형한다. 여기서 힘은 타겟 노드의 이동 거리와 빠르기를 곱
하여 가속도를 구하고, 이러한 가속도에 해당 타겟 노드의 질량을 곱하여 얻을 수 있으며, 힘의 계산 자체는 공
지의 기술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나서 단말기는 변형된 페이지 메쉬를 페이지에 반영하여 애
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힘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과정은

AP(Application

Processor), CPU(Central Processing Unit) 또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nt) 등에서 실행될 수 있다.
[0019]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 및 장치는 전자책 리더 기능과 터치스크린을 구비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 기기
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방법 및 장치는 휴대 단말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휴대
단말기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핸드 헬드(hand-held) PC,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전자책
리더(e-book reader) 및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발명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 및 장치가 터치스크린을 구비한 휴대 단말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0020]

이하에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가 전자책을 읽을 때 감성적인 피
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
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021]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 단말기의 구성을 보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휴
대 단말기(100)는 터치패널(111)과 표시부(112)를 포함하여 구성된 터치스크린(110), 키입력부(120), 터치패널
컨트롤러(130), 저장부(140), 무선통신부(150), 오디오 처리부(160), 스피커(SPK), 마이크(MIC), 근거리 통신
모듈(170), 진동 모터(180), 센서부(185) 및 제어부(190)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0022]

터치패널(111)은 표시부(112)에 안착(place on the display unit)될 수 있으며, 터치패널(111)에 입력되는 사
용자의 제스처에 응답하여 신호(예, 터치이벤트)를 발생시켜 제어부(190)로 전달한다. 터치패널(111)은 표시부
(112) 위에 위치하는 애드 온 타입(add-on type)이나 표시부(112) 내에 삽입되는 온 셀 타입(on-cell type) 또
는 인 셀 타입(in-cell type)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제어부(190)는 터치스크린(100)으로부터 입력되는 터치이벤
트로부터 사용자의 제스처를 검출하여 상기 구성들을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 제스처는 크게, 터치(Touch)와 터
치 제스처(Touch gesture)로 구분된다. 다시 터치 제스처는 탭(Tap), 더블 탭(Double Tap), 롱 탭(long tap),
드래그(Drag),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플릭(Flick) 및 프레스(pres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터치
는 사용자가 화면의 어느 한 지점에 터치 입력 수단(예,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조작
이고, 탭은 어느 한 지점을 터치한 후 터치 입력 수단의 이동 없이 해당 지점에서 터치 입력 수단을 터치 해제
(touch-off)하는 조작이며, 더블 탭은 어느 한 지점을 연속적으로 두 번 탭하는 조작이며, 롱 탭은 탭보다 상대
적으로 길게 터치한 후 터치 입력 수단의 이동 없이 해당 지점에서 터치 입력 수단을 터치 해제하는 조작이며,
드래그는 어느 한 지점을 터치한 상태에서 터치 입력 수단을 소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조작이며, 드래그 앤 드
롭은 드래그한 다음 터치 입력 수단을 터치 해제하는 조작이며, 플릭은 튀기듯이, 드래그에 비해 터치 입력 수
단을 빠르게 이동시킨 다음 터치 해제하는 조작을 의미한다. 프레스는 터치 입력 수단으로 어느 한 지점을 터치
한 후 해당 지점을 누르는 조작이다. 즉 터치는 터치스크린에 접촉(contact)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터치제
스처는 터치가 터치스크린에 접촉(touch-on)해서 터치 해제(touch-off)까지의 터치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터치
패널(111)은 압력 센서를 구비하여 터치된 지점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다. 감지된 압력 정보는 제어부(190)로
전달되고, 제어부(190)는 감지된 압력 정보를 바탕으로 터치와 프레스를 구분할 수 있다.

[0023]

터치패널(111)은

저항막

방식(resistive

type),

정전용량

방식(capacitive

type)

및

전자유도

방식

(electromagnetic induction type) 등이 적용될 수 있다.
[0024]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제어부(190)로부터 입력받은 영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표시한다. 즉, 표시부(112)는 휴대 단말기의 이용에 따른 다양한 화면 예를 들면, 잠금 화면, 홈 화면, 어플리
케이션(이하 줄여 '앱(App)'이라 한다) 실행 화면, 메뉴 화면, 키패드 화면, 메시지 작성 화면, 인터넷 화면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잠금 화면은 표시부(112)의 화면이 켜지면 표시되는 영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잠금 해제를
위한 특정 터치 이벤트가 발생되면 제어부(190)는 표시되는 영상을 잠금 화면에서 홈 화면 또는 앱 실행 화면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홈 화면은 다수의 앱에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앱 아이콘을 포함하는 영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수의 앱 아이콘 중 어느 하나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면 제어부(190)는 해당 앱 예컨대, 전자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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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고, 그 실행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
[0025]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애니메이션을 표시할 수 있다. 특히 표시부(112)는 페이지가 넘어가는
애니메이션 및 페이지가 접히는 애니메이션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페이지의 두께, 페이지 내에서의 터치 지
점, 터치의 이동 거리, 터치의 이동 방향 또는 터치의 빠르기 등에 따라 페이지가 넘어가는 애니메이션들이 각
각 다를 수 있다. 또한, 페이지의 꼭지점 영역에서부터 터치의 이동 거리, 이동 방향 또는 빠르기 등에 따라 페
이지가 접히는 애니메이션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여기서 꼭지점 영역은 페이지의 귀퉁이에서 예컨대, 반경
1cm 내의 영역이 될 수 있다.

[0026]

표시부(112)는 액정 표시 장치(Liquid Crystal Display : LCD), OLED(Organic Light Emitted Diode),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ed Diode) 등의 평판 표시 패널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0027]

키입력부(120)는 숫자 또는 문자 정보를 입력받고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다수의 입력키 및 기능키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능키들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된 방향키, 사이드 키 및 단축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키입력부(120)는 사용자 설정 및 휴대 단말기(100)의 기능 제어와 관련한 키 신호를 생성하여 제어
부(190)로 전달한다. 키 신호는 전원 온/오프 신호, 볼륨 조절 신호, 화면 온/오프 신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어부(190)는 이러한 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한 구성들을 제어한다. 또한 키입력부(120)는 다수개의 키
들을 포함하는 쿼티 키패드, 3*4 키패드, 4*3 키패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키입력부(120)는 휴대 단말
기의 터치패널(111)이 풀 터치스크린 형태로 지원된 경우, 휴대 단말기(100)의 케이스 측면에 형성되는, 화면
온/오프 및 휴대단말기 온/오프 등을 위한 적어도 하나의 사이드 키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28]

터치패널 컨트롤러(130)는 터치패널(111)에 연결되고 터치패널(111)로부터 터치이벤트를 수신하고 수신된 터치
이벤트를 AD(Analog to Digital) 변환하여 제어부(190)로 전달한다. 제어부(190)는 전달된 터치이벤트로부터 터
치제스처를 검출한다. 즉, 제어부(190)는 터치 지점, 터치의 이동 거리, 터치의 이동 방향, 터치의 빠르기 및
터치의 압력 등을 검출할 수 있다.

[0029]

저장부(140)는 휴대 단말기의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및 본 발명에 필요한 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데
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부(140)는 크게 데이터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0030]

저장부(140)의 데이터 영역은 휴대 단말기(100)의 사용에 따라 휴대 단말기(100)에서 발생되거나 외부로부터 다
운로드된 데이터 즉, 전자책, 연락처, 이미지, 문서, 비디오, 메시지, 메일, 뮤직, 효과음 등을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표시부(112)가 표시하는 상기 화면들을 저장할 수 있다. 메뉴 화면은 화면 전환을
위한 화면 전환키(예컨대,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리턴(return) 키 등), 현재 실행 중인 앱의 제어를
위한 제어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영역은 복사 및 붙여 넣기(copy & paste) 등을 위해 사용자가
메시지, 사진, 웹페이지, 문서 등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영역은 휴대 단말기
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설정 값(예, 화면 밝기, 터치 발생 시 진동 여부, 화면의 자동 회전 여부 등)을 저장할
수 있다.

[0031]

저장부(140)의 데이터 영역은 다수의 전자책을 포함하는 전자책 DB(141)와, 다수의 전자책 각각에 대한 이력 정
보(142)와, 피드백 설정 정보(143)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력 정보(142)는 전자책의 저장된 날짜, 전자책을 읽
은 횟수, 읽은 페이지, 읽은 날짜, 읽지 않은 페이지, 사용자 입력 정보(142a) 및 음악 재생 정보(142b)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입력 정보(142a)는 사용자가 별도로 페이지 또는 표시되는 페이지에 입력한 정보로 정
의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 입력 정보는 메모, 음성 메모, 필기(handwriting), 하이라이트(예, 밑줄, 음영
등), 이미지 및 책갈피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입력 정보(142a) 또는 이를 나타내는 태그(예, 음성 메
모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포함하는 기호)는 해당 페이지가 표시될 때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음악 재생 정보
(142b)는 전자책 실행 중에 재생된 음악과 관련된 정보(예, 노래 제목, 가수, 재생 시간 및 재생 중에 표시된
페이지의 쪽 번호 등)이다.

[0032]

저장부(140)의 프로그램 영역은 휴대 단말기의 부팅 및 상술한 각 구성의 운용을 위한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와 다양한 앱을 저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영역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 피
사체의 촬영, 표시 및 저장을 위한 카메라 앱, 전자책 DB(141)에 저장된 전자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전자책 앱
(144), 텍스트를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TTS(Text To Speech) 프로그램(145) 및 음악 파일의 재생 및 편집 등
을 위한 플레이어(146)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TTS 프로그램(145)은 하이라이트된 정보, 메모, 필기 등을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는, 전자책 앱(142)의 하나의 구성요소일 수 있다. TTS 프로그램(145)은 TTS 변환을 위한
음성 DB(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고, 예컨대 'page'라는 텍스트에서 각 단어(word)에 해당되는 음성 데이터를 상

- 10 -

등록특허 10-1895818
기 음성 DB에서 읽어와 합성하여 상기 'page'라는 음성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TTS 변환은 공지의 기술
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0033]

무선 통신부(150)는 음성 통화, 화상 통화 또는 데이터 통신을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통신부(150)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무선주파수 송신부와, 수신되는 신호의 주
파수를 저잡음 증폭 및 하강 변환하는 무선주파수 수신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무선 통신부(150)는 이동
통신 모듈(예컨대, 3세대(3-Generation) 이동통신모듈, 3.5(3.5-Generation)세대 이동통신모듈 또는 4(4Generation)세대 이동통신모듈 등), 및 디지털 방송 모듈(예컨대, DMB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0034]

오디오 처리부(160)는 제어부(190)에 의해 입력받은 음성 데이터, 음악 파일 등의 오디오 데이터를 DA(Digital
to Analog) 변환하여 스피커(SPK)로 전송하고, 마이크(MIC)로부터 입력받은 음성 등의 오디오 데이터를
AD(Analog to Digital) 변환하여 제어부(190)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035]

오디오 처리부(160)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전자책과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오
디오 처리부(160)는 페이지가 변형(예, 페이지 넘김, 페이지 누름 또는 페이지 접음 등)될 때, 효과음을 스피커
로 출력할 수 있다. 페이지의 두께, 페이지 내에서의 터치 지점, 터치의 이동 거리, 터치의 이동 방향 및 터치
의 빠르기 등에 따라 효과음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오디오 처리부(160)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 해당 페
이지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오디오 처리부(160)는 해당 챕터(chapter)의 제목, 색
인(index), 메모, 하이라이트된 정보 등을 음성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오디오 처리부(160)는
넘긴 다음에 표시된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페이지(예컨대, 사용자가 78쪽을 읽는 중에 전자책 앱을 종료
한 경우 마지막으로 저장된 페이지는 78쪽임)인 경우, 알람음을 스피커로 출력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페
이지들을 빠르게 넘기다가 이러한 알람음을 듣고 해당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페이지임을 인식할 수 있다.

[0036]

근거리 통신 모듈(170)는 휴대 단말기(100)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외부 기기와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
한 근거리 통신 모듈(170)는 지그비(Zigbee) 모듈, 와이파이(Wi-Fi) 모듈 또는 블루투스(Bluetooth) 모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 근거리 통신 모듈(170)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전자책을 외부 기기로부
터 수신하고 이를 저장부(140)에 전달할 수 있다.

[0037]

진동 모터(180)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진동을 수행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진동 모터(180)는 촉각
(haptic)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즉 제어부(190)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진동 모터를 구동하여 촉각적 피
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진동 모터(180)에 의한 피드백은 페이지의 재질, 두께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
다. 예컨대, 제어부(190)는 페이지가 표시되는 터치스크린(110)에서부터 발생되는 터치의 움직임을 검출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이러한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진동 모터(180)를 이용하여 진동을 발생시킨다. 이때 해
당 페이지가 빳빳한 매거진으로 설정된 경우 페이지가 얇은 신문으로 설정된 경우와 비교하여 강한 진동이 발생
될 수 있다.

[0038]

센서부(185)는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 변화, 조도 변화, 가속도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들 중 적어도
하나를 검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기적 신호를 상기 제어부(190)로 전달할 수 있다. 센서부(185)는 휴대 단말
기(100)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감지신호를 생성하여 제어부(190)로 전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센서부(185)는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휴대 단말기(100) 구동 시(또는 사
용자 설정 기반), 제어부(190)의 제어에 따라 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어 휴대 단말기(100)
의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센서부(185)를 항상 동작시켜 휴대 단말기(100)의
상태 변화 특히, 기울기 변화를 검출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미리 정의되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센서부(18
5)가 구동될 수 있다.

[0039]

센서부(185)는 휴대 단말기(100)의 상태 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센싱 디바이스(sensing device)들
중 적어도 하나의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센서부(185)는 가속도 센서
(Acceleration Sensor), 자이로 센서(Gyro Sensor), 조도 센서(luminance sensor), 근접 센서(proximity
sensor), 압력 센서(pressure sensor), 노이즈 센서(Noise Sensor)(예컨대, 마이크), 비디오 센서(Video
Sensor)(예컨대, 카메라 모듈), 그리고 타이머 등과 같은 다양한 센싱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하나의 센서를 포
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센서부(185)는 하나의 칩(chip)에 복수의 센서들(예컨대, 센서1, 센서2, 센서3 등)이
일체화되거나, 또는 복수의 센서들이 별도의 칩들로 구현될 수 있다. 일예로, 제어부(190)는 동작 센서에 의해
검출된 기울기 정보(예컨대, x축, y축, z축에 대한 측정 값)에 따라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0040]

센서부(185)는 휴대 단말기(100)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전기적 신호를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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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로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센서부(185)가 3축 가속도 센서인 경우를 가정하면, X축, Y축 및 Z축 각각
에 대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센서부(185)는 휴대 단말기(100)의 운동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더해진 가속도를 측정하지만, 휴대 단말기(100)의 움직임이 없으면 중력 가속도만 측정할 수 있다. 일예로, 휴
대 단말기(100)의 전면이 위로 향하는 것을 중력 가속도의 양(+)의 방향, 휴대 단말기(100)의 후면이 위로 향하
는 것을 중력 가속도의 음(-)의 방향이라 전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휴대 단말기의 후면부가 수평한 면에 닿도
2

록 놓여 있는 경우, 센서부(185)에 의해 측정되는 중력 가속도는 X축 및 Y축 성분이 0m/sec 로 측정되고, Z 축
2

성분만이 특정 양의 값(예컨대, +9.8m/sec )이 측정될 수 있다. 반대로, 휴대 단말기(100)의 전면이 수평한 면
2

에 닿도록 놓여 있는 경우, 센서부(185)에 의해 측정되는 중력 가속도는 X축 및 Y축 성분이 0m/sec 로
2

측정되고, Z축 성분만이 특정 음의 값(예컨대, -9.8m/sec )이 측정될 수 있다.
[0041]

사용자가 한 손으로 휴대 단말기(3600)를 들고 있어 비스듬하게 놓인 경우, 센서부(185)에 의해 측정되는 중력
2

가속도는 적어도 하나의 축이 0m/sec 가 아닌 값으로 측정되고, 이때, 세 축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즉,
2

벡터합의 크기는 특정 값(예컨대, 9.8m/sec )이 될 수 있다. 센서부(185)는 좌표계에서의 X축, Y축 및 Z축 방향
에 대한 각각의 가속도를 감지한다. 물론 센서부(185)가 부착된 위치에 따라 상기 각각의 축들과 그에 해당하는
중력 가속도는 바뀔 수 있음이다.
[0042]

제어부(190)는 휴대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 및 휴대 단말기(100)의 내부 구성들 간의 신호 흐름을 제어하
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제어부(190)는 배터리에서 내부 구성들로의 전원 공급을 제어
한다. 또한 제어부(190)는 프로그램 영역에 저장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제어부(190)는 터치제스처
(예컨대, 드래그 또는 플릭)에 응답하여 페이지를 변형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터치제스처 및 휴대 단
말의 기울기 정보에 응답하여 페이지를 변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어부(190)는 GPU(191)를 포함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GPU(191)는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페이지 메쉬를 변형하며, 변형된 페이지 메쉬를 페이지에 반영
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GPU(191)는 터치패널 컨트롤러(130)로부터 터
치제스처와 관련된 정보를 수신한다. 그리고 GPU(191)는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페이지 메쉬를 변형한다. 페이
지에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면, GPU(191)는 인위적인 힘에 응답하여 페이지 메쉬를 변형한다. 페이지에 인위적인
힘이 사라지면(예컨대, 사용자가 드래그하다가 페이지에서 터치 해제하면), GPU(191)는 페이지 메쉬를 원 상태
로 복원할 수 있다. 즉 변형된 페이지 메쉬는 링크들의 탄성력과 각각의 노드들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원 상
태로 복원될 수 있다. GPU(191)는 저장부(140)로부터 페이지를 수신한다. GPU(191)는 페이지 메쉬의 변형 정보
를 저장부(140)로부터 수신된 페이지에 반영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여기서 페이지 메쉬의 변형 정보는 페
이지 메쉬를 구성하는 각 노드들의 좌표 값(x, y, z)을 포함한다. 그리고 GPU(191)는 애니메이션을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한다.

[0043]

제어부(190)는 센서부(185)로부터 전달된 중력 가속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축 성분에 의해 측정된 경우, 각
축들에 대한 가속도를 이용하여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산출된 기울기는 롤각
(roll angle)(Φ), 피치각(pitch angle)(θ) 및 요각(yaw angle)(ψ)을 포함할 수 있다. 롤각(Φ)은 X축을 중
심으로 한 회전 각도를 나타내고, 피치각(θ)은 Y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각도를 나타내며, 요각(ψ)은 Z축을 중
심으로 한 회전 각도를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센서부(185)로부터 전달된 중력 가속도에서 X축 및 Y축 중력
2

가속도가 0m/sec2이고 Z축 중력 가속도가 +9.8m/sec 이면,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Φ, θ, ψ)는 (0, 0,
0)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휴대 단말기(100)의 어떠한 기울기라도 산출될 수 있다. 제어부(190)는
오일러 각을 이용한 자세 계산 알고리즘, 확장 칼만 필터(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한 자세 계산 알고리
즘, 가속도 예측 스위칭 알고리즘 등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를 산출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가속도계 등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실시 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0044]

제어부(190)는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 변화에 응답하여 페이지 메쉬를 변형하며, 변형된 페이지 메쉬를 페
이지에 반영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를
검출하고, 검출된 기울기 정보를 바탕으로 페이지의 변형 정도를 산출하고, 산출 결과에 대응되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여 표시한다. 예컨대, 휴대 단말기(100)의 기울기(Φ, θ, ψ)는 (0, 0, 60)이고, 표시 모드가 화면 좌우
로 두 페이지를 표시하는 가로 모드(landscape mode)이며, 화면 우측에 놓인 페이지의 잔량이 200페이지인
경우, 제어부(190)는 100페이지가 좌측으로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여 표시할 수 있다. 페이지 넘김 모드
(page turning mode)는 표준 모드(normal mode), 기울기 모드(gradient mode) 및 결합 모드(merge mode)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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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할 수 있다. 이러한 페이지 넘김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 가능하다. 사용자가 표준 모드를 선택한 경우,
GPU(191)는 검출된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기울기 모드를 선택한 경우,
GPU(191)는 산출된 기울기 정보만으로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결합 모드를 선택한 경우, GPU(191)는
터치제스처 및 기울기 정보 모두를 고려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각각의 모드에서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 정
보(예, 두께, 무게, 재질 등)가 페이지의 변형에 고려될 수 있다. 또는 속성 정보는 페이지의 변형에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생성은 GPU(191)에서도 할 수 있고, AP(Application Processor)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생성은 GPU(191) 및 AP 모두에서 할 수 있다. AP는 CPU와 GPU가 SoC(System
on chip)된 것일 수 있다. 또한, AP는 CPU 및 GPU가 멀티 레이어(multi layer)로 패키징(packaging)된 것일 수
있다.
[0045]

디지털 기기의 컨버전스(convergence) 추세에 따라 변형이 매우 다양하여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나, 본 발명에
따른 휴대 단말기(100)는 GPS 모듈 및 카메라 모듈 등과 같이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성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휴대 단말기(100)는 그 제공 형태에 따라 상기한 구성에서 특정 구성들이 제외되거나 다른 구
성으로 대체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0046]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페이지 메쉬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2 (a)를 참고하면, 제어부(190) 특히, GPU(191)는
페이지 메쉬를 구성한다. 페이지 메쉬는 다수의 노드(node)와 이들을 각각 연결하는 다수의 링크(link)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도면에서 도면 부호 210은 다수의 노드를 대표하여 표기된 것이고, 도면 부호 220은 다수의
링크를 대표하여 표기된 것이다. 다수의 노드는 도시된 바와 같이,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는 XY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노드는 적절한 질량 값이 할당되고 각각의 링크
(스프링)는 적절한 탄성 값이 할당된다. 전자책의 중심(230)에 위치한 노드들은 큰 질량 값이 할당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심(230)에서 멀어지는 바깥쪽에 위치한 노드들은 중심(230)에 비해 작은 질량 값이 할당될 수 있
다. 그렇다면 노드는 바깥쪽에 위치할수록 그 움직임이 가볍다. 다시 말해, 바깥쪽에 위치한 노드일수록 사용자
의 터치제스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페이지가 변형됨에 있어 중심축(230; X축)에 위치한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과 달리 고정된다. 한편, 모든 노드들에 동일한 질량 값이 할당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앞에 경우보다는
전체적으로 페이지 메쉬의 움직임이 무거울 수 있다. 즉 해당 페이지에 설정된 속성 정보(예컨대, 두께, 무게,
재질 등)에 따라 페이지의 변형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산출된 기울기에 따라 페이지의 변형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0047]

인위적인 힘 즉, 터치제스처가 페이지에 작용하는 경우, 제어부(190) 특히, GPU(191)는 터치제스처를 검출하고,
검출된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페이지 메쉬를 변형하며, 변형된 페이지 메쉬를 페이지에 반영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2 (b)를 참고하면, 사용자는 소정의 터치 입력 수단(예, 손가락, 펜 등)으로 페이지의 우하귀 지점
(240)을 터치한다. 그러면, 제어부(190)는 터치 입력 수단이 터치한 노드를 검출한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터치
입력 수단을 우하귀 지점(240)에서 좌측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제어부(190)는 터치된 노드(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타겟 노드'라 함)를 XY 평면상에서 상기 터치 입력 수단의 이동에 따라 좌측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즉 타겟 노드는 중력과 직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중심축(230)에 위치한 노드들은 외부의
힘에 의해 이동 가능한 다른 노드들과 달리, 고정된다. 이에 따라 페이지 메쉬가, 실제 사용자가 종이책의 페이
지를 누르면서 밀 때와 같이, 볼록하게 변형된다.

[0048]

제어부(190)는 이동된 타겟 노드의 변위(displacement)를 산출한다. 여기서 변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
값이다. 또한 변위의 크기는 구체적으로, 타겟 노드의 현재 위치, 타겟 노드가 이동한 거리 및 타겟 노드의 빠
르기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변위의 크기는 타겟 노드의 현재 위치만, 타켓 노드의 이동
거리만, 타겟 노드의 빠르기만 또는 타겟 노드의 현재 위치, 타겟 노드의 이동 거리 및 타겟 노드의 빠르기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산출된 변위에 따라 페이지 메쉬를 변형한다. 예컨대, 제어부(190)는 도
2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 메쉬를 볼록하게 변형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변형된 페이지 메쉬를 페이
지에 반영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

[0049]

제어부(190)는 계산된 변위를 이용하여 각각의 노드들에 작용하는 힘들을 계산한다. 여기서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다. 힘은 상술한 바와 같이, 탄성력, 중력 및 인위적인 힘을 합한 값이다. 또한 페이지 넘김 모
드가 기울기 모드 또는 결합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힘은 휴대 단말기의 기울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
어부(190)는 계산된 힘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노드들의 위치 값들을 계산한다. 그리고 제어부(190)는 계산된 위
치 값들을 이용하여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이상으로 도 2를 참조로 하여 설명한 바
와 같이, 페이지 메쉬는 터치 지점, 터치의 이동 방향 및 터치의 빠르기 등에 따라 실제처럼, 다양하게 변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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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책을 통해 사실적인 종이책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0050]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책 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계 301에서 제어부
(190)는 홈 화면을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홈 화면에는 환경 설정에 대응되는 아이
콘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환경 설정에 대응되는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다. 단계 302에서 제어부(190)는 홈 화면
에서 환경 설정에 대응되는 아이콘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예, 탭)을 검출한다. 단계 303에서 제어부(190)는 휴
대 단말기(100)의 환경 설정 화면을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한다. 단계 304에서 제어부(190)는 전자책의
환경을 설정한다. 즉 환경 설정 화면이 표시된 상태에서 사용자는 터치패널(111)을 조작하여 휴대 단말기의 환
경 특히, 전자책에 대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전자책 설정 정보는 휴대 단말기의 저장부(140)에 저장된다.
그리고 저장부(140)에 저장된 전자책 설정 정보(특히, 피드백 설정 정보(143))는 전자책 앱(142)이 실행될 때,
활용될 수 있다. 환경 설정 화면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휴대 단말기(100)의 성능 및 휴대 단말기(100)에 구비된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하나의 예로 환경 설정 화면은 무선 네트워크, 위치서비스, 사운드, 디스플레이,
보안 및 전자책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목들에서 사용자는 전자책 항목을 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제어부(190)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책 설정 화면을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한
다.

[0051]

도 4는 전자책 설정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표시부(111)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전자책 설
정 화면(400)을 표시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책 설정 화면(400)은 페이지 두께(401), 페이지 재질
(402), 피드백(403), 페이지 넘김 모드(404), 테마(405) 및 서체/글자크기(406)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2

있다. 페이지 두께(401)와 재질(402)은 예컨대, 75g/m 와 인쇄용지가 될 수 있다. 페이지 두께(401)와 재질
(402)은 전자책의 제조사에서 설정된 값으로 사용자가 변경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피드백(403)은 페이지가 넘어
갈 때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을 정하는 항목이다. 예컨대, 사용자는 피드백으로써, 시각, 청각 및 촉각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할 수 있다. 페이지 넘김 모드(404)는 표준 모드(normal mode), 기울기 모드(gradient
mode) 및 결합 모드(merge mode)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다. 사용자가 표준 모드를 선택한 경우,
GPU(191)는 검출된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기울기 모드를 선택한 경우,
GPU(191)는 산출된 기울기 정보만으로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사용자가 결합 모드를 선택한 경우, GPU(191)는
터치제스처 및 기울기 정보 모두를 고려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테마(506)는 페이지의 배경 화면을 설정하
기 위한 항목이다. 예컨대, 사용자는 페이지의 배경 색을 화이트(white)로 설정할 수 있다. 서체/글자크기(40
6)는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글자의 서체 및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예컨대, 사용자는 서체를 '고딕'으
로 설정할 수 있다. 글자의 크기는 12 point로 설정될 수 있다.
[0052]

도 5는 전자책과 관련한 피드백의 설정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5 (a)를 참조하면,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피드백 설정 화면(500)을 표시할 수 있다. 도 5 (a)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부(190)는 청각 설정
(510)의 선택(예, 해당 체크박스에 대한 탭)을 검출한다. 제어부(190)는 청각 설정(510)의 선택에 응답하여 해
당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청각 설정(510) 이외에 촉각 설정(520) 및 시각 설정
(530)도 선택될 수 있다. 이들 중 하나 또는 둘이 선택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설정(510, 520, 530)들 모두 선
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 제어부(190)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

[0053]

제어부(190)는 페이지가 변형될 때, 설정된(즉, 체크된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
제공할 피드백으로써 시각적 피드백이 설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가 볼록하게
변형되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페이지가 볼록하게 변형됨에 따라 텍스트, 메모, 하이라이트된
정보 등과 같은 해당 페이지의 내용들도 볼록하게 변형될 수 있다.

[0054]

촉각적 피드백이 설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진동 모터(180)를 구동하여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
컨대,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진동을 발생시킨다. 이때 해당 페이지가 빳빳한 매거진으로 설
정된 경우 상대적으로 페이지가 얇은 신문으로 설정된 경우와 비교하여 강한 진동이 발생될 수 있다.

[0055]

청각적 피드백이 설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오디오 처리부(160)를 제어하여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제어부(190)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 해당 페이지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도 5 (b)를
참조하면, 표시부(112)는 청각 설정(510)에 있어 예컨대, TTS(511), 알람(Alarm; 512), 음악(music; 513) 및
음성(voice; 514)을 표시할 수 있다.

[0056]

사용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청각적 피드백으로써 TTS(511)가 설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 해당 페이지에 연관된 정보 예컨대, 챕터(chapter)의 제목, 색인(index), 메모, 하이라이트된 정보 등을 음
성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다. 여기서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제어부(190)가 페이지를 넘기기 위한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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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제스처를 검출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제어부(190)는 드래그나 플릭을 검출한다. 검출된 드래그나 플
릭의 방향이 페이지를 넘기는 방향(예, 좌에서 우)인 경우, 제어부(190)는 상기 터치제스처의 검출 시점을 페이
지가 넘어가는 시점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제어부(190)는 해당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페이지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0057]

TTS(511)와 관련한 청각적 피드백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도 5 (c)를 참조하면, 음성데이
터로 변환 가능한 텍스트 정보는 하이라이트된 정보(예, 해당 페이지에서 밑줄 쳐진 부분), 북마크 정보(예, 북
마크된 해당 페이지의 쪽 번호), 색인 및 메모 등에서 적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도 5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이라이트가 설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 해당 페이지의 하이라이트 정보를 음
성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다.

[0058]

가로모드(landscape mode)인 경우 제어부(190)는 좌우로 두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세로모드(portrait mode)인 경우 제어부(190)는 한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제 1 페이지를 표시하는 중에, 표시된 제 1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한 터치제스처(예, 제
1 드래그)를 검출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검출된 제 1 드래그에 응답하여 제 1 페이지를 볼록하게 변형하면
서 넘기고, 제 2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다. 알람(512)이 설정된 상태이고 표시된 제 2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저
장된 페이지인 경우(예컨대, 사용자가 78쪽을 읽는 중에 전자책 앱을 종료한 경우 마지막으로 저장된 페이지는
78쪽임), 제어부(190)는 알람음을 스피커로 출력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제 2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한 터치제스처(예, 제 2 드래그)를 검출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검출된 제 2 드래그에 응답하여 제 2 페이
지를 볼록하게 변형하면서 넘길 수 있다.

[0059]

제어부(190)는, 이전 터치제스처(예, 제 1 드래그)와 현재 터치제스처(예, 제 2 드래그)의 검출된 시간 차이가
미리 설정된 임계 시간(예, 2초) 이내이고 제 2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페이지인 경우, 현재 검출된 터치
제스처 즉, 제 2 드래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제 2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
가 제 2 페이지를 확인하지 않고 빨리 넘기려고 할 경우 제어부(190)는 제 2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시각적 피드
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이전 터치제스처와 현재 터치제스처의 검출된 시간 차이가 미리 설
정된 임계 시간 이내이고 상기 제 2 페이지와 연관된 사용자 입력 정보(예, 하이라이트 등)가 있는 경우에도,
현재 검출된 제 2 드래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0060]

음악(513)이 설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음악 재생 정보(142b)를 바탕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도 5 (d)를
참조하면, 제어부(190)는 음악(513)의 설정 정보를 바탕으로 음악의 재생 구간을 전체 또는 일부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음악(513)의 설정 정보를 바탕으로 음악의 재생 시점을 페이지가 넘어갈 때 또는 페
이지가 표시될 때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My way'라는 곡에서 재생 구간 1분에서 2분 사이가 78 페이지와
연관되어 있다. 즉 사용자는 예전에 78페이지를 볼 때 'My way'라는 곡의 1분~2분 구간을 듣고 있었다. 이러한
예시의 경우 제어부(190)는 78페이지가 넘어갈 때 또는 표시될 때, My way의 처음부터 전 구간을 재생하거나 또
는 My way에서 1분~2분 사이의 일부 구간을 재생할 수 있다. 즉 제어부(190)는 해당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해당 페이지가 표시될 경우, 해당 페이지와 연관된 음악의 재생을 시작할 수 있다.

[0061]

도 6은 페이지와 연관시켜 사용자 입력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고, 도 7은 저장된 사용
자 입력 정보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제어부(190)는 대기 상태일 수 있다. 예컨
대, 제어부(190)는 표시부(112)를 제어하여 전자책 앱의 실행을 위한 아이콘을 포함하는 홈 화면을 표시한다.
제어부(190)는 전자책 앱의 실행 요청과 관련된 터치제스처를 검출할 수 있다. 전자책 앱의 실행 요청이 검출되
면, 제어부(190)는 전자책 앱을 실행하여 책장 화면을 표시하게 하거나 또는 이전에 실행된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0062]

단계 601에서 제어부(190)는 전자책의 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 와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전자책이 처음
으로 실행되는 경우 목차나 또는 첫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다. 이전에 실행된 전자책인 경우 마지막으로 저장된
페이지(즉,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본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다.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실제
종이책을 펼쳐서 책상에 놓았을 때 페이지가 볼록해지는 것처럼, 페이지를 볼록하게 표시할 수 있다. 물론, 페
이지가 평평하게 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페이지가 볼록 또는 평평하게 표시될 것인지는 휴대 단말기(100)의 환
경 설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표시부(112)는 페이지의 모서리를 볼륨감 있게 표
시할 수 있다. 즉 제어부(190)는 현재 표시된 페이지의 쪽 번호(page number) 를 기준으로 남은 페이지의 수에
비례하여 전자책의 볼륨을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책의 총 페이지 수가 100이고 현재 표시된
페이지의 쪽 번호가 21인 경우, 남은 페이지는 80이다. 이에 따라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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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해당하는 볼륨을 모서리에 표시한다. 만약 남은 페이지가 20이면, 표시부(112)는 20 페이지에 해당하
는 볼륨을 모서리에 표시한다. 또한 제어부(190)는 페이지의 두께에 비례하여 전자책의 볼륨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표 1을 참조하면, 페이지의 수가 같더라도, 스케치북이 인쇄용지보다 볼륨이 크다.
[0063]

단계 602에서 제어부(190)는 터치스크린(110), 키입력부(120) 또는 마이크(MIC)로부터 사용자 입력 정보를 수신
한다. 사용자는 표시된 페이지와 연관하여 사용자 입력 정보를 휴대 단말기(100)에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입
력 방법은 터치스크린 기반 하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터치스크린(110)은 제어부(190)의 제
어 하에, 페이지에 키패드 화면을 오버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키패드 화면이 표시된 터치스크린
(110)으로부터 사용자 입력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110)은 페이지에 음성 메모를 위한 녹음
실행 화면을 오버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녹음 실행 화면에서 녹음 버튼이 선택(예, 탭)된 경우, 제어부(190)는
마이크(MIC)와 오디오 처리부(160)를 구동시킨다. 그리고 제어부(190)는 마이크(MIC) 및 오디오 처리부(160)로
부터 음성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단계 603에서 제어부(190)는 수신된 사용자 입력 정보 또는 이를 나타내는
태그(예컨대, 음성 파일을 나타내는 아이콘)를 해당 페이지와 함께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단계 604에서 제어부
(190)는 수신된 사용자 입력 정보를 이력 정보(142)로써 저장부(140)에 저장한다. 사용자 입력 정보는 페이지와
연관되어 저장된다. 예컨대, 도 7A를 참조하면, 하이라이트와 연관되어 77페이지 11줄이 저장되고, 북마크와 연
관되어 80페이지가 저장되며, 메모와 연관되어 90페이지가 저장되며, 음성 메모와 연관되어 50페이지가 저장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페이지에 사용자 입력 정보 중 하이라이트, 북마크, 메모 및 음성 메모가 모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도 7B를 참조하면 사용자 입력 정보 중 하이라이트, 북마크, 메모 및 음성 메모는 별도로 독립
되어 저장될 수 있다.

[0064]

도 8은 페이지와 연관시켜 음악 재생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고, 도 9는 저장된 음악
재생 정보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0065]

도 8을 참조하면, 단계 801에서 제어부(190)는 전자책 앱을 실행하고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최근의 휴대 단말기 예컨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은 동시에 여러 작업(multitask)을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단계 802에서 제어부(190)는 전자책 앱이 실행되는 중에 사용자의 선택에 응답하여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책 앱 실행 중에 음악 재생 방법은 다양하다. 예시를 들면, 제어부(190)는 터치스크린(110)으
로부터 플레이어의 실행을 위한 터치제스처를 검출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검출된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페
이지에 플레이어 실행 화면을 오버랩하여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부(190)는 플레이어 실행 화
면에 대한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음악을 재생한다. 제 1 화면(예, 플레이어 실행 화면)이 제 2 화면(예, 전자
책 앱 실행 화면)에 오버랩되어 표시될 수도 있지만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화면을 둘로 분할
하여 하나에는 전자책 앱의 실행 화면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MP3 플레이어 실행 화면을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화면 전환을 위한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터치스크린(110)의 전체 화면을 전자책 앱의 실행 화면
에서 MP3 플레이어 실행 화면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책 앱에서 음악이 재생될 수 있
따. 한편 음악이 재생중인 상태에서 전자책 앱이 실행될 수 있다. 즉 플레이어가 먼저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계 802는 생략될 수 있다.

[0066]

단계 803에서 제어부(190)는 재생 중인 음악의 음악 재생 정보를 저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도 5 (b)
를 참고하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청각적 피드백으로써 음악(513)이 설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음악 재생 정보
를 저장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제어부(190)는 음악(513)의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음악 재생 정보를
저장할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예컨대, 문의 방법은 저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한 팝업창을 페이지에 오버랩하
여 표시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팝업창을 통한 사용자의 선택에 응답하여 저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
서 문의 시점은 다양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제어부(190)는 페이지가 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음악의 재
생이 시작될 때, 음악이 재생 중인 상태에서 페이지가 넘어갈 때, 음악이 재생 중인 상태에서 페이지의 표시가
종료될 때 또는 전자책의 실행이 종료될 때 음악 재생 정보의 저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한 팝업창을 표시할 수
있다.

[0067]

단계 803에서 음악 재생 정보가 저장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단계 804에서 제어부(190)는 음악 재생 정보를 해당
페이지와 연관시켜 저장부(140)에 저장한다. 예컨대, 도 9를 참조하면, 71~76페이지와 연관되어 총 재생 시간이
3분이고 가수가 'Frank Sinatra'이며 노래 제목이 'My Way'인 음악 재생 정보가 저장부(140)에 저장된다. 음악
재생 정보에서 71~72 페이지의 재생 구간은 0~1분이고, 73~74 페이지의 재생 구간은 1~2분이며, 75~76페이지의
재생 구간은 2~3분이다. 다음에 71페이지가 표시될 경우 제어부(190)는 'My Way'의 재생을 위한 입력이 없이도,
71페이지에 해당되는 0~1분의 재생 구간 또는 전 구간을 자동으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재생 정보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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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재생 시간, 노래 제목 및 각 페이지에서의 재생 구간은 별도로 독립되어 저장될 수 있다.
[0068]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단계
1001에서 제어부(190)는 전자책 앱을 실행하고 전자책의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단계 1002에서
제어부(190)는 페이지에서 터치제스처를 검출할 수 있다. 터치제스처가 검출되면 단계 1003에서 제어부(190)는
검출된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페이지 넘김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화면 좌/우측에 각각 제 1 및 제 2 페이
지가 표시되고 있다. 터치제스처의 최초 터치 지점이 제 2 페이지에서 검출되고 터치제스처가 제 1 페이지에서
터치 해제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제어부(190)는 제 2 페이지를 좌측으로 넘기기로 결정한다.

[0069]

단계 1003에서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결정됨에 따라, 단계 1004에서 제어부(190)는 피드백 설정 정보(143)를 참
조하여 피드백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피드백이 설정된 경우 단계 1005에서 제어부(190)는 설정된 피드백과 함
께, 페이지가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도록 제어한다. 즉 단계 1005에서 제어부(190)는 이력 정보(142)와
피드백 설정 정보(143)를 바탕으로, 촉각적 피드백, 청각적 피드백 및 시각적 피드백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제
공한다. 이때 페이지가 넘어가는 중에 피드백(예컨대, 진동, 효과음, TTS 등)이 제공될 수 있고, 페이지가 다
넘어간 후 피드백(예, 음악 재생)이 제공될 수도 있다. 피드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단계 1006에서 제어부
(190)는 피드백 없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도록 제어한다. 단계 1007에서 제어부(190)는 이
력 정보(142)를 업데이트한다. 예컨대 제어부(190)는 넘어간 페이지를 읽은 페이지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0070]

이하에서는 화면 예시도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설명에 앞서, 본 발명에서
화면의 표시 모드는 가로 모드(landscape mode)와 세로 모드(portrait mode)로 구분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휴대 단말기(100)는 가로 모드인 경우 좌우로 두 페이지를 표시하고, 세로 모드인 경우 한 페이지를 표시한다.
물론 본 발명을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휴대 단말기(100)를 회전시키면 휴대 단말기(100)의 센서
부는 이를 검출하고, 검출 정보를 제어부(170)로 전달한다. 제어부(170)는 전달받은 검출 정보를 기반으로 휴대
단말기(100)의 표시 모드를 결정할 수 있다.

[0071]

도 11A 내지 도 1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시도들이다. 도
11A 내지 도 13B를 참조하면, 제어부(190)는 화면 좌/우로 두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터치제스처에 응
답하여 페이지를 볼록하게 변형할 수 있다. 여기서 터치제스처의 정보(예컨대, 터치 위치, 이동 방향, 이동 거
리, 빠르기 등)에 따라 페이지의 변형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즉, 페
이지를 볼록하게 변형)함과 아울러, 청각적 피드백 및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0072]

도 11A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터치스크린의 제 1 우하귀 지점(1101)에 터치 입력 수단을 터치할 수 있다. 그러
면, 제어부(190)는 제 1 우하귀 지점(1101)에 해당되는 타켓 노드를 검출한다. 사용자는 제 1 우하귀 지점
(1101)을 터치한 상태에서 터치 입력 수단을 음(-)의 X축 방향(즉, 터치스크린의 좌하귀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1102)을 검출한다. 이러한 터치의 움직임(1102)에 응답하여 제어부
(19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촉각적 피드백(예, 진동)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제 1 페이지(1110)가 빳빳한
매거진으로 설정된 경우 강한 진동이 발생되고 상대적으로 제 1 페이지(1110)가 얇은 신문으로 설정된 경우 약
한 진동이 발생될 수 있다. 이때 촉각적 피드백은 배터리를 불필요하게 소모할 수 있으므로, 시간제한이 있을
수 있다. 즉 터치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연속적으로 진동될 수도 있고, 터치의 움직임(1102)의 검출 후 예컨대,
1초 정도만 진동될 수도 있다.

[0073]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1102)에 응답하여 타겟 노드를 좌하귀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제어부(190)는 타
겟 노드를 중력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타겟 노드를 중력 방향을 기준
으로, 결정된 기울기(예를 들어, -30 ~ +30도)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제어부(190)는 이동된 타켓 노드의 변위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제어부(190)는 타켓 노드의 현재 위치, 빠르기, 이동 거리 및 이동 방향 등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제어부(190)는 계산된 변위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노드들에 작용하는 힘들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제어
부(190)는 계산된 힘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노드들의 위치 값들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제어부(190)는 계산된 위
치 값들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그리고 제어부(190)는 생성된 애니메이션을 표시하도록 표시부
(112)를 제어한다. 도 11A는 터치 입력 수단이 제 1 우하귀 지점(1101)에서 좌하귀 쪽으로 이동하여 제 1 하변
지점(1103)에 위치할 때의 애니메이션(즉, 페이지의 변형된 모습)을 도시한 것이다. 타겟 노드의 이동 방향
(1101 -> 1103)을 따라 제 1 페이지(1110)가 볼록하게 변형된다. 또한 타겟 노드가 있는 모서리 영역(1104)이
다른 모서리 영역(1105)과 비교하여, 책등(spine)에 가장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 11A에서 도면 부호
1120은 터치스크린의 우측에 표시되는 제 2 페이지를 나타낸 것이고, 도면 부호 1130은 두 페이지(1110, 1120)
을 구분하는 중앙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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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4]

도 11B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터치 입력 수단을 제 1 하변 지점(1103)에서 좀 더 좌하귀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
다. 이에 따라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1106)을 검출하고 이에 응답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며, 생성된
애니메이션을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한다. 즉 도 11B는 터치 입력 수단이 제 2 하변 지점(1107)에 위치
할 때의 애니메이션을 도시한 것이다. 도 11A와 도 11B를 비교하면, 전체적인 모습은 볼록하나 도 11A에 비해
도 11B에서 제 1 페이지(1110)가 좀 더 크게 볼록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터치를 해제하면 도
11A의 페이지는 안 넘어가고 반면, 도 11B의 페이지는 넘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도 11A의 경우 사용자가 제
1 하변 지점(1103)에서 터치를 해제하면, 힘의 방향(즉, 페이지의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제 1 페이지(1110)는 안 넘어가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반면, 도 11B의 경우 사용자가 제 2 하변 지점
(1107)에서 터치를 해제하면, 힘의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 1 페이지(1110)는 도 1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페이지 넘김의 결정은 페이지의 무게 중심의 방향과 연관
될 수 있다.

[0075]

또한 페이지 넘김의 결정은 터치의 이동 방향과 연관될 수 있다. 예컨대, 도 11A를 참조하면, 제어부(190)는 터
치의 움직임(1102)를 검출하고, 제 1 하변 지점(1103)에서 터치 해제를 검출할 수 있다. 터치 해제 전에 움직임
(1102)의 방향이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페이지(1120)를 넘기는 쪽인 경우, 제어부(190)는 제 1 페이지(1110)를
좌측으로 넘길 수 있다.

[0076]

또한 페이지 넘김의 결정은 터치의 빠르기와 연관될 수 있다. 예컨대, 도 11A를 참조하면, 터치 입력 수단이 예
컨대, 플릭에 해당되는 30cm/sec의 빠르기로 이동(1102)하다가 터치 해제되면, 제 1 페이지(1120)는 좌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

[0077]

또한 페이지의 넘김의 결정은 터치의 이동 거리와 연관될 수 있다. 예컨대, 도 11B를 참조하면, 제어부(190)는
터치의 이동 거리 예컨대, 제 1 우하귀 지점(1101)에서 제 2 하변 지점(1107)까지의 거리를 산출한다. 제어부
(190)는 산출된 거리가 미리 설정된 임계치(예, 70cm)를 초과할 경우 제 1 페이지(1110)를 좌측으로 넘길 수 있
다.

[0078]

또한 페이지의 넘김의 결정은 터치 지점과 연관될 수 있다. 예컨대, 도 11C를 참조하면, 최초 터지 지점은 제 1
페이지(1110)이고 터치가 움직여서 터치 해제된 지점은 제 2 페이지(1120)인 경우, 제어부(190)는 제 1 페이지
(1110)를 좌측으로 넘길 수 있다.

[0079]

이상으로 페이지의 넘김의 결정은 페이지의 무게 중심의 방향, 터치의 이동 방향, 터치의 이동 거리 또는 터치
지점과 연관될 수 있다. 어느 것과 연관될지는 사용자 또는 제조사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0080]

제 1 페이지(1110)가 넘어가도록 결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제 1 페이지(1110)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1A 내지 도 11C를 참조하면, 제 1 페이지(1110)가 넘어가는 중에 예컨대, 효과음,
TTS, 음악 또는 알람 등이 제공될 수 있다. 물론 제 1 페이지(1110)와 연관하여 이력 정보(142)가 없거나 또는
청각적 피드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효과음, TTS, 음악
또는 알람 등과 같은 청각적 피드백의 제공 방법에 대해선 앞서 도 1 내지 도 10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
였다.

[0081]

도 11D를 참조하면, 제 1 페이지(1110)가 좌측으로 다 넘어간 경우 우측에 새로 표시된 제 3 페이지(1140)와 연
관된 예컨대, 음악이 재생될 수도 있다. 물론 제 3 페이지(1140)와 연관하여 음악 재생 정보(142b)가 없거나 또
는 음악 재생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음악 재생 방법에 대해선
앞서 도 1 내지 도 10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0082]

도 11C 및 도 11D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터치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터치 입력 수단을 제 2 하변 지점(1107)
에서 좀 더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좌우 페이지를 구분하는 중앙선(1130)을 넘어, 터치입력
수단을 제 3 하변 지점(1108)에 위치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어부(190)는 제 1 페이지(1110)의 뒷면(예를
들어, 53페이지)의 일부가 표시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 3 하변 지점(1108)에서 터치를 해제한 경우, 제어
부(190)는 제 1 페이지(1110)를 좌측으로 넘겨 도 1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53페이지의 전체를 좌측에 표시되게
할 수 있다. 또한, 터치입력수단이 굳이 중앙선(1130)을 넘지 않아도 현재 조작되는 페이지의 뒷면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제어부(190)는 터치입력수단이 미리 설정된 임계치(예컨대, 중앙선(1130)에서부터 10mm)
이내로 중앙선에 접근하면 뒷면을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뒷면 표시를 위한 임계치
는 10mm가 아닌 다른 값으로 변경될 수 있다.

[0083]

제어부(190)는 청각적 피드백에 대응되는 청각 피드백 창을 페이지(특히, 페이지의 여백이나 터치의 움직임 연

- 18 -

등록특허 10-1895818
장선상)에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1C를 참고하면, 표시부(112)는

제어부(19

0)의 제어 하에, 제 2 페이지(1120)의 상단 여백에 청각 피드백 창(1140)을 표시할 수 있다. 제어부(190)는 터
치가 제 1 페이지(1110)에서 제 2 페이지(1120)로 넘어갈 때, 청각 피드백 창(1140)을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페이지를 넘기기로 결정된 경우(예컨대, 제 1 페이지(1110)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
기기로 결정된 경우), 청각 피드백 창(1140)을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즉 청각 피드백 창(1140)은 청각적
피드백이 무엇인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도 1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청각 피드백
창(1140)에 "음성 메모 재생 중"이라는 문장이 표시될 수 있다. 상기 문장 대신, 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표시
될 수도 있다. 또한 음악이 재생 중인 경우에는 "음악 재생 중" 또는 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청각 피드백 창
(1140)에 표시될 수 있다. 또한 TTS 중인 경우에는 "TTS" 또는 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청각 피드백 창(1140)에
표시될 수 있다.
[0084]

청각 피드백 창(1140)에서 상세 정보 표시 버튼 예컨대, 'more(1141)'가 선택되면, 표시부(112)는 제어부(190)
의 제어 하에, 청각적 피드백(예컨대, 음성 메모)의 상세 정보를 별도의 팝업 창을 통해 표시할 수 있다. 청각
피드백 창(1140)의 표시 여부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0085]

청각 피드백 창(1140)은 측면 여백(예컨대, 도면 부호 1150으로 표시된 영역)이나 하단 여백(예컨대, 도면 부호
1160으로 표시된 영역)에서도 표시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발명에서 페이지의 여백은 페이지를 구성하는 콘텐
츠(예, 텍스트)가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예컨대, 페이지의 상단, 하단 및 측면 등)를 의미한다. 청각 피드백 창
(1140)의 표시 위치는 터치의 위치, 터치의 움직임의 방향 및 터치의 움직임의 빠르기 중 적어도 하나가 고려될
수 있다.

[0086]

도 11E를 참고하면,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터치의 움직임의 방향의 연장선(1190)의 인접하는
곳에 청각 피드백 창(1190)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하는 곳은 예컨대, 연장선(1190)의 상/하로 3cm이내
가 될 수 있다. 또한 표시부(112)는 제어부(190)의 제어 하에, 터치의 움직임의 방향의 연장선(1190)에서 가까
운 여백(예컨대, 도면 부호 1180으로 표시된 영역)에 청각 피드백 창(1190)을 표시할 수도 있다.

[0087]

도 12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터치 입력 수단을 터치스크린의 제 2 우하귀 지점(1201)에 터치한 후, 그 지점에서
좌상귀 쪽으로 터치 입력 수단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1202)을 검출한다. 이러
한 터치의 움직임(1202)에 응답하여 제어부(19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촉각적 피드백(예, 진동)을 제공할 수 있
다.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1202)에 응답하여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고, 생성된 애니메이션을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한다. 즉 도 12는 터치 입력 수단이 제 2 우하귀 지점(1201)에서 좌상귀 쪽으로 이동하여 제
4 하변 지점(1203)에 위치할 때의 애니메이션을 도시한 것이다. 도 11A와 도 12를 비교하면, 터치 입력 수단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변형된 페이지의 모습이 다름을 알 수 있다.

[0088]

도 13A 및 도 13B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터치 입력 수단을 터치스크린의 우변 지점(1301)에 터치한 후, 반대편
즉, 좌변 쪽으로 터치 입력 수단을 이동할 수 있다. 즉 도 13A는 터치 입력 수단이 우변 지점(1301)에서 좌변
쪽으로 이동하여 제 1 중앙 지점(1302)에 위치할 때의 애니메이션을 도시한 것이다.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페이지 가운데의 우변 지점(1301)을 터치한 후 터치 입력 수단을 왼쪽으로 이동하면, 페이지는 위아래
가 상호 대칭적으로 균일하게 변형된다. 한편, 사용자는 터치 입력 수단을 제 1 중앙 지점(1302)에서 좀 더 좌
변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즉 도 13B는 터치 입력 수단이 제 2 중앙 지점(1303)에 위치할 때의 애니메이션을
도시한 것이다. 도 13A와 도 13B를 비교하면, 전체적인 모습은 모두 볼록하다. 단 도 13A에서의 페이지에 비해
도 13B에서의 페이지가 좀 더 크게 볼록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11A와 도 13A를 비교하면, 최초 터치
지점이 다르다. 따라서, 변형된 페이지의 모습이 다름을 알 수 있다.

[0089]

도 13B 및 도 13C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터치 입력 수단을 제 2 중앙 지점(1303)에서 중앙선(1330)을 넘어 제 3
중앙 지점(1304)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제어부(190)는 도 1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음 페이지(예컨대,
53페이지)의 일부가 표시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 3 중앙 지점(1304)에서 터치를 해
제한 경우, 제어부(190)는 뒷면의 전체를 좌측에 표시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터치입력
수단이 굳이 중앙선(1304)을 넘지 않아도 현재 조작되는 페이지의 뒷면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 페이지
(1310)가 넘어가도록 결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제 1 페이지(1310)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제 1 페이지(1310)가 넘어가는 중에 예컨대, 효과음, TTS, 음악 또는 알람 등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청각적 피드백에 대응되는 청각 피드백 창을 페이지(특히, 페이지의 여백이나 터치의 움직임 연
장선상)에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3C를 참고하면, 표시부(112)는
0)의 제어 하에, 제 2 페이지(1320)의 상단 여백에 청각 피드백 창(1340)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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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0]

도 14A 내지 도 14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예시도들이다. 도
14A 내지 도 14C를 참조하면, 제어부(190)는 하나의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제어하고, 터치제스처에 응답하여 페
이지를 볼록하게 변형할 수 있다. 여기서 터치제스처의 정보(예컨대, 터치 위치, 이동 방향, 이동 거리, 빠르기
등)에 따라 페이지의 변형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제어부(190)는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즉, 페이지를 볼록
하게 변형)함과 아울러, 청각적 피드백 및 촉각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0091]

도 14A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터치 입력 수단을 터치스크린의 우상귀 지점(1401)에 터치한 후, 그 지점에서 좌
상귀 쪽으로 터치 입력 수단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1402)을 검출한다. 이러
한 터치의 움직임(1402)에 응답하여 제어부(19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촉각적 피드백(예, 진동)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제어부(190)는 터치의 움직임(1402)에 응답하여 제 1 페이지(1410)를 볼록하게 변형한다. 즉 도 14A는
터치 입력 수단이 우상귀 지점(1401)에서 좌상귀 쪽으로 이동하여 제 1 상변 지점(1403)에 위치할 때의 애니메
이션을 도시한 것이다.

[0092]

도 14 B 및 도 14 C를 참조하면, 제어부(190)는 터치입력수단이 미리 설정된 임계치(1405; 예컨대, 화면의 좌변
(1404)에서부터 10mm) 이내로 좌변(1404)에 접근하면, 제 1 페이지(1410)를 넘겨 다음 페이지(예컨대,
52페이지)를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임계치는 10mm가
아닌 다른 값으로 변경될 수 있다. 즉 페이지 넘김의 결정은 터치 지점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앞서 화면 예시
도들(도 11A 내지 도 13C)과 달리 14A는 하나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페이지 넘김의 결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페이지의 무게 중심의 방향, 터치의 이동 방향 또는 터치의 이동 거리와도 연관될 수 있다.

[0093]

제 1 페이지(1410)가 넘어가도록 결정된 경우 제어부(190)는 제 1 페이지(1410)와 연관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
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4A 내지 도 14B를 참조하면, 제 1 페이지(1410)가 넘어가는 중에 예컨대, 효과음,
TTS, 음악 또는 알람 등이 제공될 수 있다. 물론 제 1 페이지(1410)와 연관하여 이력 정보(142)가 없거나 또는
청각적 피드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각적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효과음, TTS, 음악
또는 알람 등과 같은 청각적 피드백의 제공 방법에 대해선 앞서 도 1 내지 도 10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
였다. 또한 제어부(190)는 청각적 피드백에 대응되는 청각 피드백 창을 페이지(특히, 페이지의 여백이나 터치의
움직임 연장선상)에 표시하도록 표시부(112)를 제어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4B를 참고하면, 표시부(112)는

제

어부(190)의 제어 하에, 제 2 페이지(1420)의 상단 여백에 청각 피드백 창(1430)을 표시할 수 있다.
[0094]

도 14C를 참조하면, 새로 표시된 제 2 페이지(1420)와 연관된 예컨대, 음악이 재생될 수도 있다. 물론 제 2 페
이지(1420)와 연관하여 음악 재생 정보(142b)가 없거나 또는 음악 재생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음악 재생 방법에 대해선 앞서 도 1 내지 도 10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였
다.

[0095]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으
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여기서 기록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
일, 데이터 구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
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기록매체에는 하드디스크, 플
로피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매체(Magnetic Media)와,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와,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와, 롬(ROM)과, 램
(RAM)과,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명령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
급 언어 코드가 포함될 수 있다.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96]

본 발명에 따른 피드백 제공 방법 및 장치는 전술한 실시 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부호의 설명
[0097]

100: 제 1 휴대 단말기
110: 터치스크린

111: 터치패널

112: 표시부

120: 키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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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저장부

141: 전자책 DB

142: 이력 정보

142a: 사용자 입력 정보

142b: 음악 재생 정보

143: 피드백 설정 정보

144: 전자책 앱

145: TTS 프로그램

146: MP3 플레이어

150: 무선통신부

160: 오디오 처리부

170: 근거리 통신모듈

180: 터치패널 컨트롤러

185: 진동 모터

190: 제어부

191: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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