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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는 폴더형 단말기의 소정 위치에 설치되는 LCD 뷰어부와, 폴더형 단
말기의 덮개 외면에 설치되는 터치패드부와, 그 LCD 뷰어부와 터치패드부가 소정 비율의 C/R(Control/Response) R
atio를 갖도록 인터페이스되어 터치패드부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뷰어부에 디스플레이된 포인터의 위치를 조작하는 
포인팅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는 단말기에 터치패드 개념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터치패드
의 위치를 LCD 뷰어부의 바로 뒤에 위치시켜 1:1 매치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C/R(Control/Response) Ratio를 최대
하였으며, 터치스크린 방식에서 필요한 스타일러스펜 등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악세사리 분실에 따른 불편도 해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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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의 구성블록도.

도 2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의 접혀 있는 상태도.

도 3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의 펼쳐 있는 상태도.

도 4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의 사용 상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LCD 뷰어부2 : 터치 패드부

3 : 포인팅 제어 조작 버튼부4 : 포인팅 제어부

5 : LCD 뷰어부에 표시된 포인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폴더형 단말기의 뒷면에 터치패드를 장착하여 
LCD에 보여지는 포인팅과 1:1매치를 함으로써 폴더형 단말기에서 LCD 뷰어부의 포인트 방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는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포인팅 방식으로는 상하좌우의 4방향 버튼이 있으며,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에서
는 터치 스크린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형 LCD 액정화 추세, 폴더형을 통한 사이즈 소형화 추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IS-95C 이후 IMT 
2000등에서 사용될 어플리케이션은 방향버튼으로 만으로는 포인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할 경우 터치 스타일러스 등, 분실하기 쉬운 부가 엑세서리가 필요하고 비용이 상승된다. 
아울러, 반드시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의 포인팅 방
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안출된 것으로, 단말기에 터치패드 개념을 적용하고, 그 터치패드의 위치를 LCD 뷰어
부 바로 뒤에 위치시켜 1:1 매치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C/R(Control/Response) Ratio를 최대화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는 폴더형 단말기의 소정 위치에 설치
되는 LCD 뷰어부와, 폴더형 단말기의 덮개 외면에 설치되는 터치패드부와, 그 LCD 뷰어부와 터치패드부가 소정 비율
의 C/R(Control/Response) Ratio를 갖도록 인터페이스되어 터치패드부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LCD 뷰어부에 디스
플레이된 포인터의 위치를 조작하는 포인팅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C/R Ratio의 비율은 
1: 1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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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단말기의 덮개 측면에 설치되어 LCD 뷰어부에 표시된 포인터가 지시하는 작업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포인팅 제어 조작 버튼부가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또 다른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1 에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의 구성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
하면, 폴더형 단말기의 소정 위치에 설치되는 LCD 뷰어부(1)와, 폴더형 단말기의 덮개 외면에 설치되는 터치패드부(
2)와, 폴더형 단말기 덮개의 측면에 설치되어 LCD 뷰어인 LCD 뷰어부(1)에 표시된 포인터가 지시하는 작업명령을 실
행하도록 하는 포인팅 제어 조작 버튼부(3)와, LCD뷰어부(1)와 터치패드부(2)가 1 : 1 C/R(Control/Response) Ra
tio를 갖도록 인터페이스하여 터치패드부(2)에서의 조작에 의해 LCD 뷰어부(1)에 표시되는 포인팅을 제어하는 포인
팅 제어부(4)로 이루어진다.
    

LCD 뷰어부(1)는 폴더형 단말기의 경우 덮개의 내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LCD 뷰어부(1)의 설치
되는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으며 다만 폴더를 펼쳤을 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부위에 설치되면 된다.

터치패드부(2)는 기존 노트북 PC의 포인팅 디바이스 중 하나인 터치패드와 유사한 입력장치로서 터치패드의 표면에서 
접촉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의해 신호를 입력받는다. 본 발명의 특징은 그러한 터치패드를 폴더형 단말기의 덮개 외면에 
설치함으로써 사용자가 폴더형 단말기를 펼친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접촉하게 하고 그 접촉신호에 따라 LC
D 뷰어부상에 표시되는 포인터가 조작되게 하는 것이다.

포인팅 제어 조작 버튼부(3)는 터치패드(2)에서 검지손가락을 조작함으로써 LCD 뷰어부에 표시되는 포인터를 조작하
는 것과 병행하여 그 포인터가 위치한 메뉴에서 그 메뉴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LCD 뷰어부에 표시된 메뉴판에
서 하나의 메뉴로부터 다른 메뉴로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포인팅 제어부(4)는 LCD 뷰어부(1)와 터치패드부(2)가 1 : 1 C/R(Control /Response) Ratio를 갖도록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터치패드부(2)에서 검지손가락의 조작에 의해 LCD 뷰어부(1)에 표시되는 포인팅이 제어되기 
위해서는 이 포인팅 제어부(4)에 의한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터치패드(2)에서 검지손가락이 접촉하는 모
든 지점에 대하여 1:1로 대응하게 LCD 뷰어부(1)에 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 포인팅 제어부(4)는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폴더형 단말기의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중앙제어부(CPU)나 메모리 또는 인터페이스의 일부 영역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도 있고, 단말기의 일반적인 운영을 위
한 시스템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포인팅 제어부를 설치하여 구현될 수 도 있다.

도 2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의 접혀 있는 상태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폴더형 단말기는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덮개로 윗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폴더형 단말기는 이 
덮개의 외면에 터치패드(2)가 설치된 것이다. 아울러, 덮개의 측면에는 LCD 뷰어부(1)에 표시되는 포인터를 조작시키
기 위한 포인팅 제어 조작 버튼(3)가 설치되어 있다.

도 3에는 이러한 폴더형 단말기를 펼쳐놓은 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폴더형 단말기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LCD 뷰어부(1)를 보면서 단말기 덮개의 측면에 설치
된 포인팅 제어 조작 버튼(3)을 조작하여 LCD 뷰어부(1)에 표시된 메뉴의 선택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에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의 사용 상태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터치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를 이용하는 하는 사용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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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쪽 손의 엄지(첫째 손가락)와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잡는다. 물론 단말기는 펼쳐진 상태이
다. 그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단말기의 덮개 외면에 설치된 터치패드부(2)에 접촉시킨다. 검지손가락이 터치패드부(
2)에 접촉되면 이 터치패드부(2)에서는 그 접촉위치 정보신호를 발생하고, 그 신호는 포인팅 제어부(4)에 전달된다. 
포인팅 제어부(4)에서는 그 터치패드 신호에서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그 신호에 대응하여 LCD 뷰어부(1)에 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터치패드부(2)에서의 검지손가락 접촉점에 해당하는 LCD 뷰어부(1) 화면의 위치에 점 또는 화살표 
모양의 포인터(5)가 표시된다. 이 점은 사용자가 손가락을 움직임에 따라서 1:1의 C/R(Control/Response) Ratio를 
가지고 LCD 뷰어부(1)의 화면에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포인터(5)가 위치했을 때, PC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말기의 좌,우
에 부착되어 있는 포인팅 제어 조작버튼(3)을 눌러서 원하는 동작을 수행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는 단말기에 터치패드 개념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터
치패드의 위치를 LCD 뷰어부의 바로 뒤에 위치시켜 1:1 매치를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C/R(Control/Response) Ratio
를 최대하였으며, 터치스크린 방식에서 필요한 스타일러스펜 등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악세사리 분실에 따른 불편도 해
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더형 단말기의 소정 위치에 설치되는 LCD 뷰어부,

상기 폴더형 단말기의 덮개 외면에 설치되는 터치패드부,

상기 LCD 뷰어부와 상기 터치패드부가 소정 비율의 C/R(Control/Response) Ratio를 갖도록 인터페이스되어 상기 터
치패드부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뷰어부에 디스플레이된 포인터의 위치를 조작하는 포인팅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폴더형 단말기의 덮개 측면에 설치되어 상기 LCD 뷰어부에 표시된 포인터가 지시하는 작업명령을 실행하도록 하
는 포인팅 제어 조작 버튼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R Ratio의 비율은 1:1임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패드를 구비한 폴더형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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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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