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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과 그에 따른기록매체

요약

본 발명은 스크린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스크린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

레이 장치의 스크린의 일부 영역에 설정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

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스크린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또는 터

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과 그래피티 입력으로 구분 인식하여 처리한다. 이에 따라 크기에 제약을 받는 휴

대형 장치에서도 효과적으로 그래피티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 및 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4a

색인어

휴대형 단말, 터치 패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가상 그래피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터치 패드 상에 인쇄에 의해 그래피티 영역이 제공되는 것을 보인 예시도,

도 3a 및 도 3b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상에 가상 그래피티가 제공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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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 상에 가상 그래피티가 제공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의 블록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처리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처리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치 입력 처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형(hand held)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크린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스크린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터치 스크린(touch screen)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가상 그래피티(virtual graffiti)를 제공

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기능과 이동전화단말 기능이 복합된 스마트 폰(smart phone) 등의

휴대형 장치는 터치 패드(touch pad)를 이용하여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특히 스마트 폰처럼 3×4 키 체계, 즉 0∼9의 숫

자키들과 *, # 키로 이루어지는 키패드(key pad)를 바탕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는 휴대형 장치에서는 터치 패드에 사용자

가 문자를 직접 그려서 입력을 하게 하는 기능은 거의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키패드의 키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키패드의

키들만으로 모든 문자를 효과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자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휴

대형 장치에 마련된 영역을 팜(Palm) OS(Operating System)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래피티(Graffiti)" 영역이라고 일

컬어진다.

초창기의 PDA나 스마트 폰의 경우에는 그래피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도 1 및 도 2에 보인 바와 같이 그래피티 영역을

터치 패드 상에 인쇄하여 제공하여 왔었다. 도 1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100)의 일부 터치 스크린이 사용되는 터

치 패드(102)에 그래피티 영역(108)이 인쇄된 경우를 보이고 있으며, 도 2는 그래피티 영역(208)이 인쇄된 터치 패드

(202)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200)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도 1의 터치 스크린 디스플

레이 장치(100)와 도 2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200)는 통상적으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위에 사용자 입력을 위한 TSP(Touch-Sensitive Panel)가 덮여진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스크린

(104,204)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스크린(104,204)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스크린들

(104,204)에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정보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되는데, 도 1,2에서는 각종 애플

리케이션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들(106,206)이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예를 보였다. 도 1의 그래피티 영역(108)과 도

2의 그래피티 영역(208)은 그래피티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콘들(112,212)과 사용자가 스타일러스(stylus)를 사용한

터치 입력에 의해 그래피티를 입력하게 되는 그래피티 입력 상자(110,210)가 인쇄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는 그래피티 영역을 소프트웨어로서 도 3a와 같이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상에 이미지로 그려

서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인 가상 그래피티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로서 가상 그래피티를 구현하면 유연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피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도 3b와 같이 스크

린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 스크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한 도 3a,3b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

이 장치(300)의 스크린(302)상에 그래피티 영역(304)을 디스플레이하여 제공하는 것을 보인 것으로, 스크린(302)에는 상

기한 도 1,2의 스크린들(104,204)과 마찬가지로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들(306)이 디스플레이되

고 있는 예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래피티 영역(304)은 도 1,2의 그래피티 영역들(108,208)과 마찬가지로 그래피티 기능

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콘들(310)과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를 사용한 터치 입력에 의해 그래피티를 입력하게 되는 그래피티

입력 상자(308)가 디스플레이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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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피티 영역을 상기한 도 1, 2처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나 상기한 도 3a,3b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을 하는 가상 그래피티 방식은 모두 그래피티 영역이 별도의 전용 공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요구되는 휴대형 장치에 있어서 그래피티 영역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소형화 및 경량화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폴더

타입(folder type) 스마트 폰처럼 가로:세로 크기 비율이 1:1인 스크린을 사용하는 휴대형 장치에서는 그래피티 기능을 적

용하지 못하고 소형 키보드(keyboard)를 탑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크기에 제약을 받는 휴대형 장치에서도 효과적으로 그래피티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 및 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상 그래피티 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치 및 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

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1:1 비율의 스크린에서도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과 그에 따른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스크린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스크린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

레이 장치의 스크린의 일부 영역에 설정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

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스크린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또는 터

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과 그래피티 입력으로 구분 인식하여 처리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

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가상 그래피티가 제공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인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터치 스크

린 디스플레이 장치(400)의 스크린(402) 상의 일부 영역이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으로 설정되어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

하게 되는 것을 보인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가상 그래피티가 인에이블되면 도 4a에 보인 바와 같이 가상 그래피티 영

역(404)에는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와 메인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되어 디스플레이되고, 가상 그래피티가 디스에이블되

면 도 4b에 보인 바와 같이 메인 스크린 이미지만이 디스플레이된다. 여기서 메인 스크린 이미지는 전술한 도 1,2,3a,3b의

스크린들(104,204,302)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바와 같이 OS(Operating System)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에 따른 이

미지를 의미하고,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는 전술한 도 3a의 그래피티 영역(304)에 디스플레이되는 바와 같이 가상 그래

피티를 제공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다만 전술한 도 3a에서 그래피티 영역(304)은 가상 그래피티를

위한 전용 영역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4a의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은 스크린(402)의 일

부 영역과 중첩된다. 이에 따라 도 4a는 스크린(402)상에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들 중에 일부의

아이콘들(406)은 그대로 디스플레이되는 반면에, 일부의 아이콘들(412)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와 중첩되어 디스플레

이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에는 전술한 도 3a와 마찬가지로 그래피티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콘들(410)과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를 사용한 터치 입력에 의해 그래피티를 입력하게 되는 그래피티 입력 상자(408)가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중첩됨으로써 반투명하게 디스플레이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의 블록구성도를 도 5로서 보였다. 도 5에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

이 장치(500)는 상기한 도 4a,4b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400)에 해당하는 장치로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기 위

한 LCD(Liquid Crystal Display)(504)와, 사용자 입력을 위한 TSP(Touch-Sensitive Panel)(502)로 이루어지는 예를 보

인다. 이러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500)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LCD(504)의 패널 위에 TSP(502)가 덮

여진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LCD(504)의 패널에 TSP(502)가 덮여져 제공되는 도 4a,4b에 보인 바와 같은 스크린

(402)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스크린(402)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

상기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500)와 연결되는 제어부(506)는 상기한 도 4a의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에 그래피

티 스크린 이미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하며, 스크린(402)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또는 터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과 그래피티 입력으로 구분 인식하여 처리한다. 이러한 제어부

(506)는, A/D(Analog-to-Digital) 변환기(512)와 메모리(514)와 DMA(Direct Memory Access) 콘트롤러(522)와 LCD

(Liquid Crystal Display) 콘트롤러(524)가 CPU(Central Processing Unit)(508)와 인터페이스를 위한 호스트 인터페이

스(510)를 통해 CPU(508)에 연결되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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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A/D 변환기(512)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500)의 TSP(502)와 연결되어 스크린(402)에 대한 사용자의 터

치에 따라 발생되는 아날로그의 사용자 입력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호스트 인터페이스(510)를 통해 CPU(508)

에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인 LCD 콘트롤러(524)는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500)의 LCD(504)와 연결됨과

아울러 DMA 콘트롤러(522)와 연결되어 DMA 콘트롤러(522)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 데이터에 따라 LCD(504)를 구동하

여 입력 비디오 데이터에 따른 이미지를 스크린(402)에 디스플레이시킨다.

그리고 메모리(514)는 제1,제2비디오 버퍼(516,518)와 그래피티 스크린 메모리(520)로 이루어지며, CPU(508)에 의해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피티 스크린 메모리(520)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의 비디오 데이터

가 저장된다. 제1비디오 버퍼(516)에는 스크린(402)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상기한 바와 같은 메인 스크린 이미지의 비

디오 데이터가 저장된다. 제2비디오 버퍼(518)에는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된 비디오 데이

터가 저장되는데, 중첩되는 영역은 메인 스크린 이미지 중에 일부, 즉 상기한 도 4a에 보인 바와 같이 가상 그래피티 영역

(404)이다. 이처럼 제1,제2비디오 버퍼(516,518)에 저장되어 있는 각 비디오 데이터는 DMA 콘트롤러(522)가 CPU(508)

의 제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독출하여 LCD 콘트롤러(524)에 인가한다.

또한 CPU(508)는 A/D 변환기(512)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제1,제2비디오 버퍼

(516,518)의 비디오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갱신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가상 그래피티의 인에이블 여부에 따라 DMA

콘트롤러(522)의 선택적인 비디오 데이터 독출을 제어한다.

상기한 도 5과 같이 구성되는 장치에 있어서 CPU(508)의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처리를 (600)∼(614)단계로 보인 도 6의

처리 흐름도와 도 7의 처리 예시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스크린(402)를 통

한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설명한다. CPU(508)는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도 6의 처리를 시

작하여 (600)단계에서 스크린(402)에 대한 디스플레이의 필요 여부를 체크한다. 이러한 처리 시작 조건의 예를 들면, 스크

린(402)상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이 있을 때, OS(Operating System) 타이머에 의한 주기적인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시점이 되었을 때, 각종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때 등이 있다.

상기한 (600)단계에서 디스플레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CPU(508)는 (602)단계에서 제1비디오 버퍼(516)를

도 7(a)와 같은 메인 스크린 이미지로 업데이트한다. 즉, 제1비디오 버퍼(516)에 OS(Operating System)나 현재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스크린(402)상에 디스플레이해야 할 이미지의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이후 (604)단계에

서 가상 그래피티가 인에이블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가상 그래피티의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데, 사용자는 그래피티 입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가상 그래피티를 인에이블시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상 그

래피티를 디스에이블시키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에 의한 가상 그래피티의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의 선택은 전술한 도

3a,3b처럼 가상 그래피티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상기한 (604)단계에서 체크 결과, 가상 그래피티가 인에이블된 경우라면 (606)단계로 진행하고, 가상 그래피티가 디스에

이블된 경우라면 (614)단계로 진행한다. 상기한 (606)단계에서는 제1비디오 버퍼(516)에 저장되어 있는 도 7(a)와 같은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스크린 메모리(520)에 저장되어 있는 도 7(b)와 같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알파 브

렌딩(alpha blending)에 의해 도 7(c)와 같이 중첩시켜 제2비디오 버퍼(518)에 저장함으로써 제2비디오 버퍼(518)를 업

데이트한다. 이때 그래피티 스크린 메모리(520)에는 도 7(b)와 같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가 비트맵 파일(bitmap file)

또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형태로 미리 저장되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로 교체할 수도 있으며, 그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을 원하는대로 세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세팅은 예를 들어 통

상적인 이미지 세팅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세팅창(setting window)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

공하면 된다. 또한 사용자 세팅창을 통해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의 위치나 투명도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세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때 세팅되는 투명도에 따른 중첩 비율로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의 알파 브렌딩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선택이나 디폴트(default)값에 의해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대한 그래피티 스크린 이

미지의 투명도가 0.7로 정해진다면, 메인 스크린 이미지의 픽셀(pixel)값과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의 픽셀값이 7:3의 비

율로 브렌딩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2비디오 버퍼(518)를 업데이트한 다음에는 (608)단계에서 스트로크 잉킹(stroke inking)의 필요 여부

를 체크한다. 스트로크 잉킹은 사용자가 스크린(402)상에 대한 터치 입력에 의해 어떤 그래피티를 필기하는 경우, 그 필기

에 따른 스트로크를 도 7(d)와 같이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에 나타내기 위한 처리를 말한다. 이러한 스트로크 잉킹 처리

의 여부, 색상, 투명도 등도 상기한 사용자 세팅창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세팅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스트로크 잉

킹 처리가 세팅되어 있고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의해 필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610)단계에서 사용자의 필기에 따른 스

트로크 잉킹 이미지를 생성하여 제2비디오 버퍼(518)에 저장한 후 (612)단계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 7(c)와 같이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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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는 이미지에 도 7(d)와 같이 스트로크 잉킹 이미지가 중첩되게 된

다. 도 7(d)는 사용자가 아라비아 숫자 '2'를 필기한 경우에, 스트로크 잉킹 이미지 '2'가 중첩된 것을 보인다. 이와 달리 스

트로크 잉킹 처리가 세팅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에 의한 필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한 (608)에서 바로 (612)

단계로 진행한다.

상기한 (612)단계에서는 제2비디오 버퍼(518)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데이터를 DMA 콘트롤러(522)를 제어하여 LCD

콘트롤러(524)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610)단계의 스트로크 잉킹 처리를 거치지 않

은 경우에는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는 도 7(c)와 같은 이미지의 비디오 데이터가

DMA 콘트롤러(522)에 의해 LCD 콘트롤러(524)로 전송됨으로써 스크린(402)에는 도 7(c)와 같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된다. 이와 달리 (610)단계의 스트로크 잉킹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는 이미지에 또다시 스트로크 잉킹 이미지가 중첩된 도 7(d)와 같은 이미지의 비디오 데이터가 DMA 콘트롤러

(522)에 의해 LCD 콘트롤러(524)로 전송됨으로써 스크린(402)에는 도 7(d)와 같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상기한 (604)단계에서 체크 결과, 가상 그래피티가 디스에이블된 경우에 진행되는 (614)단계에서는 제1비디오 버퍼

(516)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데이터를 DMA 콘트롤러(522)를 제어하여 LCD 콘트롤러(524)로 전송하여 디스플레이 업

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도 7(a)와 같이 메인 스크린 이미지만의 비디오 데이터가 DMA 콘트롤러(522)에 의해

LCD 콘트롤러(524)로 전송됨으로써 스크린(402)에는 도 7(a)와 같이 가상 그래피티가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된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은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게 되므로, 스크

린(402) 중에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이 있는 경우에, CPU(508)는 사용자 입력이 애플리케

이션을 실행시키고자 하는 입력인지 아니면 그래피티 입력인지를 구분되게 인식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CPU(508)

는 터치 위치 및/또는 터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과 그래피티 입력으로 구분 인식하여 처리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스크린(402)을 터치한 후 터치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애플리케이션 실행으

로서 인식한다. 즉, 도 4(a)에서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이

콘(412)을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터치한 후 스타일러스를 떼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로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아

이콘(412)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이는 도 4(a)의 예시와 달리 이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상

태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스크린(402)의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버튼(button)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바와 달리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스크린(402)을 터치한 후

터치 상태로 움직이거나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스타일러스를 떼면 그래피티 입력으로 인식한다. 즉, 도 4(a)에서 메인

스크린 이미지와 그래피티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412)을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터

치하였다 해도 터치 상태로 움직이거나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스타일러스를 떼면 아이콘(412)을 실행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래피티 입력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그래피티 입력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다시 그래피티 입력 박스(412) 상의 터

치와 그래피티 아이콘들(410)에 대한 터치의 2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로는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그래피티 입력 박스

(412) 내의 어떤 곳을 터치한 다음에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터치 상태로 움직이거나 떼게 되면 그래피티를 필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사용자가 스타일러스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과 그래피티 아이콘이 중첩되어 있는 곳이

나 그래피티 아이콘만이 있는 곳을 터치한 다음에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터치 상태로 떼게 되면 해당하는 그래피티 아

이콘을 실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CPU(508)가 사용자 터치 입력을 구분 인식하여 처리하는 예를 (700)∼(708)단계로 보인 도 8의 처리

흐름도를 참조하면, CPU(508)는 (700)단계에서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응답하여 (702)단계에서 터치 위치가 가상 그래피

티 영역(404)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만일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이 아니라면, 해당 터치 입력은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

이므로 (706)단계로 진행하여 터치 입력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으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이와 달리 터치 위치

가 가상 그래피티 영역(404)이라면, 상기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일 수도 있고 그래피티 입력일 수도 있다. 이

에따라 (704)단계에서 고정 터치 시간이 일정시간 T을 초과하는지를 체크한다. 고정 터치 시간은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

자가 스타일러스에 의해 스크린(402)을 터치한 후 스타일러스를 떼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

한다. 만일 고정 터치 시간이 일정시간 T를 초과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이므로 (706)단계로 진행

하여 터치 입력에 대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으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이와 달리 고정 터치 시간이 일정시간 T보다 짧

으면, 상기한 바와 같이 그래피티 필기 입력이거나 그래피티 아이콘 실행 입력이므로, (708)단계로 진행하여 그래피티 입

력으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이때 터치 위치가 그래피티 입력 박스(408) 내라면 그래피티 필기 입력으로 인식하여 처리하

고, 그래피티 입력 박스(408)를 벗어난 위치라면, 해당하는 그래피티 아이콘(410)을 실행한다.

따라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의 일부 영역에 가상 그래피티 영역이 설정되고, 이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는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하며,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또는

등록특허 10-0593982

- 5 -



터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입력과 그래피티 입력으로 구분 인식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가상 그래피티의 디스플레이와 그에 대한 터치 입력이 모두 액티브 상태로 있으면서 선택적으로 실

행되어질 수 있으므로, 가상 그래피티 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가상 그래피티가 구현

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를 구비하며 스크린에 정보를 디스플레

이함과 아울러 스크린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장치를 구비하는 장치에 구현하

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로도 제공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로크 잉킹 처리

를 하는 경우에, 스트로크가 배경색과 용이하게 구분되게 보이도록 스트로크의 색상과 투명도를 배경색에 따라 결정하도

록 구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

위의 균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크린의 일부 영역에 가상 그래피티 영역이 설정되고, 이 가

상 그래피티 영역에는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하며,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또는 터치 방식에 따라 구분 인식하여 처리함으로써, 가상 그래피티 영역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가상 그래피티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크기에 제약을 받는 휴대형 장치에서도

효과적으로 그래피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며 1:1 비율의 스크린에서도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휴대형 장치에 있어서,

스크린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상기 스크린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와 연결되며, 상기 스크린의 일부 영역에 설정되며 그래피티 입력 상자 영역이 구분되게

표시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

켜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스크린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 터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

과 그래피티 입력으로 구분 인식하여 처리하는 제어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가상 그래피티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의 위치, 모양, 투명도, 크기, 색상 중에 적어도 어느 한 가지 이상

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따른 스트로크를 상기 가상 그래

피티 영역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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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상기 스트로크가 배경색과 구분되게 보이도록 상기 스트로크의 색상과 투명도를 상기 배

경색에 따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가,

입력되는 비디오 데이터에 따른 이미지를 상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시키는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와,

상기 스크린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에 따라 발생되는 아날로그의 사용자 입력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Analog-to-Digital) 변환기와,

상기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의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래피티 스크린 메모리와,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의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1비디오 버퍼와,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상기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된 비디오 데이터

를 저장하는 제2비디오 버퍼를 구비하는 메모리와,

상기 제1,제2비디오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각 비디오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독출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에 인가하

는 DMA(Direct Memory Access) 콘트롤러와,

상기 A/D 변환기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처리하고, 상기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기 제1,제2비디오 버퍼의 비디오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갱신하며, 상기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상기 가상 그래피티의 인에이블 여부에 따라 상기 DMA 콘트

롤러의 선택적인 비디오 데이터 독출을 제어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와,

상기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와 상기 메모리와 상기 DMA 콘트롤러에 대한 상기 CPU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

페이스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CPU가,

상기 가상 그래피티가 인에이블된 경우에는 상기 제1비디오 버퍼를 업데이트시키고, 상기 그래피티 스크린 메모리의 그래

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상기 제1비디오 버퍼의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상기 제2비디오 버퍼를 업데이트시킨 후,

상기 DMA 콘트롤러가 상기 제2비디오 버퍼의 비디오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에 인가하도록 제어하

고,

상기 가상 그래피티가 디스에이블된 경우에는 상기 제1비디오 버퍼를 업데이트시킨 후, 상기 DMA 콘트롤러가 상기 제1

비디오 버퍼의 비디오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에 인가하도록 제어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

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PU가,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의 위치, 모양, 투명도, 크기, 색상 중에 적어도 어느 한 가지 이상

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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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CPU가, 상기 가상 그래피티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상기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따른 스트로크 이미

지를 나타내는 스트로크 잉킹 데이터를 상기 제2비디오 버퍼의 비디오 데이터에 중첩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

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CPU가, 상기 스트로크가 배경색과 구분되게 보이도록 상기 스트로크의 색상과 투명도를 상기 배경

색에 따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11.

스크린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상기 스크린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휴대형 장치에서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크린의 일부 영역에 설정되며 그래피티 입력 상자 영역이 구분되게 표시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 터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과 그래

피티 입력으로 구분되게 인식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그래피티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시키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

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의 위치, 모양, 투명도, 크기, 색상 중에 적어도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과정이,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따른 스트로크를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과정이, 상기 스트로크가 배경색과 구분되게 보이도록 상기 스트로크의 색상과 투명도

를 상기 배경색에 따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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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상 그래피티가 인에이블된 경우에는 상기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킨 이미지

에 의해 상기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시키는 제1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과,

상기 가상 그래피티가 디스에이블된 경우에는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의해 상기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시키

는 제2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의 위치, 모양, 투명도, 크기, 색상 중에 적어도 어느 한 가지 이상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이, 상기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따른 스트로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트로크 잉킹 데이터를 상기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와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된 이미지에 중첩시켜 상기 스크

린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이, 상기 스트로크가 배경색과 구분되게 보이도록 상기 스트로크의

색상과 투명도를 상기 배경색에 따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0.

CPU(Central Processing Unit)를 구비하며, 스크린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함과 아울러 상기 스크린 상의 터치에 따른 사용

자 입력을 받기 위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장치를 구비하는 휴대형 장치에,

상기 스크린의 일부 영역에 설정되며 그래피티 입력 상자 영역이 구분되게 표시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켜 디스플레이하는 과정과,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그 터치 위치 및 터치 방식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실행 입력과 그래

피티 입력으로 구분되게 인식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구비하는 가상 그래피티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과정이,

상기 가상 그래피티가 인에이블된 경우에는 상기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를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중첩시킨 이미지

에 의해 상기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시키는 제1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과,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가 디스에이블된 경우에는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에 의해 상기 스크린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

트시키는 제2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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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그래피티 영역의 위치, 모양, 투명도, 크기, 색상 중에 적어도 어느 한가지 이상을 사용자의 선

택에 따라 변경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이, 상기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따른 스트로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스트로크 잉킹 데이터를 상기 그래피티 스크린 이미지와 상기 메인 스크린 이미지가 중첩된 이미지에 중첩시켜 상기 스크

린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디스플레이 업데이트 과정이, 상기 스트로크가 배경색과 구분되게 보이도록 상기 스트로크의

색상과 투명도를 상기 배경색에 따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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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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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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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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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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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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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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