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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의 지시 방법, 및 컴퓨터 사
용가능 매체를 구비한 제조 물품

요약

본  발명의  컴퓨터  시스템,  제조  물품,  및  방법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적어도 
프로세서, 메모리, 및 터치스크린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터치스크
린 위에 놓인 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손의 적어도 제1의 일부분 밑에 있는 상기 터치스크린 상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적어도 제1영역에 명령이 할당됨-, 상기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상기 제1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손의  제1의  일부분의  적어도  제2의  일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을  재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종래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도시하는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 형태의 세부 논리도.

제4도는 제2도에 도시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변형도.

제5도는 제2도에 도시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다른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메뉴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형태 메뉴(a shape menu), 기능 정의 메뉴(define functionality menu) 및 포인
터 정의 메뉴(define pointer menu)를 도시하는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 형태의 세부 논리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도 형태의 세부 논리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시스템 버스                    100 : 컴퓨팅 시스템

200 : 터치스크린                    210 : 손바닥 지문 영역

215 : 엄지 손가락 지문 영역

220, 230, 235, 240, 415, 420, 430, 440 : 손가락 지문 영역

250, 450 : 포인터                   422 : 오브젝트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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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주 메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포인팅 디바이스 및 포인터(pointing devices and pointers)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제
한없이 터치스크린 시스템 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포인팅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종래, 사용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데스크톱 및 그 컴퓨터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한다. 마우스는 유선 또는 적외선 신호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된 특수한 하드웨어 입력 디바이스이
다. 전형적으로, 상기 마우스는 그 상부에 하나 이상의 푸시 버튼과 그 바닥에 컴퓨터 시스템 옆의 표면
을 따라 롤(roll along a surface)하도록 설계된 롤러를 갖는다. 사용자가 마우스의 롤러를 표면 위에서 
이동할  때,  컴퓨터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상에  위치된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의  롤러의  이동을 트랙
(tracks)한다. 사용자가 포인터를 오브젝트의 위와 같은 소정의 위치에 위치시키면, 사용자는 마우스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오브젝트를 불러 들이거나 오픈(invoke or open the object)하기 위해 마
우스 푸시 버튼중 하나를 클릭하거나 또는 여러번 클릭한다.

사용자는 마우스 및 마우스 포인터의 동작을 커스텀화(customize)할 수 있다. 종래의 일부 오퍼레이팅 시
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커스텀화 메뉴를 통해, 사용자는 예를 들어 하나의 기능(a first function)을 불러
오기 위해 한 마우스 버튼의 한번의 클릭의 지정(the assignment  of  a  single  click  of  a  first  moue 
button)과, 다른 기능(a second function)을 불러오기 위해 다른 마우스 버튼의 한번의 클릭의 지정을 커
스텀화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마우스 포인터를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나타내는 것을 커스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는 마우스 포인터가 작은 화살표로 표시되기를 선호하는 반면에, 다른 사
용자는 마우스 포인터가 깜박이는 큰 화살표로 표시되기를 선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사용자
는 고속의 마우스 포인터(즉, 마우스 롤러를 적게 움직여도 마우스 포인터가 크게 움직이는)를 선호하는 
반면에, 다른 사용자는 저속의 마우스 포인터를 선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마우스 포인터의 “민
감도(sensitivity)”라고 불리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마우스 및 마우스 포인터 동작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용자를 위해 커스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한 시스템 상에서 오로지 하나의 사용자를 위해서만 커스텀화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사용자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는 이전의 셋팅으로부터 마우스를 다시 커스
텀화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용자가 버튼 동작을 특수한 기능에 맵핑하는 마우스 셋팅 화일 
또는 국부 데이타베이스(the user editing a mouse setting file or local database)를 편집하는 것을 포
함한다. X11과 같은 일부 시스템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init 화일을 갖는다.

종래의 마우스는 몇 가지 단점 및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마우스는 손이 매우 작거나 매우 큰 사람 모
두가 마우스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도록 부피가 크고,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에 영구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식되며, 마우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특수한 마우스 동작(즉, 어떤 마우스 버튼
과 몇 번의 클릭으로 기능이 호출되는 가)을 알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많은 고객 지향시스템(즉, 
ATM 머신)과 다수-사용자 시스템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수-사용자 시스템의 추세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다.

종래의 터치스크린에서는 종래의 마우스 및 마우스 포인터 대신에 사용자의 손가락 또는 포인팅 디바이스
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종래의 터치스크린은 열에 민감하고(heat sensitive), 소리에 민감
하며, 압력에 민감하거나 또는 움직임에 민감한 그리드/검출기를 이용하여 터치스크린 상에 놓인 손, 손
가락, 또는 오브젝트를 검출한다. 그러나, 종래의 터치스크린은 몇 가지 한계와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우스 포인터와는 달리, 손가락은 크기가 다르며, 따라서, 데스크톱은 가장 큰 손가락을 수용하기 위해 
연속하는 오브젝트 아이콘과 텍스트를 멀리 떨어져 위치시켜야만 한다. 또한, 사용자는 종래의 마우스와 
마우스 포인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커스텀화 특징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터치스크린 기술을 이용하지만 오브젝트 아이콘과 텍스트가 상호 가까이 놓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포인팅 디바이스의 사용자 커스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포인팅 디바이스의 요구가 절실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컴퓨터  시스템,  제조  물품,  및  방법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적어도 
프로세서, 메모리, 및 터치스크린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터치스크
린 상에 놓인 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손의 적어도 제1의 일부분의 밑에 있는 상기 터치스크린 상에 가
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적어도 제1영역에 명령이 할당됨-, 상
기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상기 제1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손의  제1의  일부분의  적어도  제2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을  재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바람직한 실시예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하며, 제1도에 도시된 컴퓨팅 시스템(100)과 같은 임의의 적당한 하
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 또는 선택적으로 랩톱 또는 노트패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실시될 수 있다. 컴퓨
팅 시스템(100)은 표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임의의 적당한 중앙 처리 장치(10), 및 시스템 버스(1
2)를 거쳐 상호 접속된 임의의 수의 다른 오브젝트를 구비한다. 예시하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100)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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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전용 메모리(ROM)(16),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14),및 I/O어댑터 (18)를 거쳐 시스템 버스(12)에 접
속된 주변 메모리 디바이스(즉,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20))와 같은 메모리를 포함한다. 컴퓨팅 시
스템(100)은 시스템 버스(12)를 종래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38)에 접속시키기 위한 터치스크
린 디스플레이 어댑터(36)를 더 구비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댑터(22)는 시스템 버스(12)를 키
보드(24), 스피커(28), 마우스(26) 및 터치패드(32) (도시되지 않음)와 같은 다른 사용자 제어장치에 접
속시킬 수 있다.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종래의 터치스크린의 동작 방법, 종래의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오퍼레이
팅 시스템의 통신 방법, 및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오브젝트의 
조작을 초기화시키는 종래 방법을 익히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터치스크린 기술은 컴퓨터 스크린을 덮는 
가요성 멤브레인(a flexible membrane) 내부에 위치된 전자 센서, 적외선 신호의 그리드, 또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통해 반사된 음파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서 접촉(touch)을 검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현재의 
터치스크린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터치스크린을 접촉한 다음, 손가락을 풀다운 메뉴 아래로 드래그
하여 해당 메뉴 내의 오브젝트를 선택함으로서 풀 다운 메뉴의 디스플레이를 초기화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내에 놓
이며,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한 사용자로 하여금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에 디스플레이된 
오브젝트 아이콘과 텍스트의 조작을 초기화시킬 수 있게 하는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비한다. 
ROM(16), RAM(14), 디스크 및/또는 테이프 드라이브(20)(즉, 자기 디스켓, 자기 테이프, CD-ROM, 광 디스
크 또는 다른 적당한 기억 매체)와 같은 임의의 적당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GUI와 오퍼레이팅 시스템
을 보유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COSE
TM
 (커먼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바이런먼트) 데스크톱 GUI는 사용자를 AIX

TM
 오퍼

레이팅 시스템에 인터페이스한다. GUI는 상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일체화되어 내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임의의 적당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테스크톱 환경이 이용될 수 있다. 다른 GUI 및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예는 X11
TM
(X 윈도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Sun의 Solaris

TM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Microsoft의 Window 95
TM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설명의 편의상, GUI와 오퍼레이팅 시

스템이 단지 CPU(10)를 지시하고 명령하지만, GUI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싱 및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기술될 것이다.

제2도를 참조하면, 터치스크린(200)은 예를 들어, 손바닥과 손가락 지문의 열, 압력 또는 소리에 민감한 
종래의 적당한 임의의 터치스크린을 포함한다. 본 예에서, 사용자는 그/그녀의 우측 손(도시되지 않음)을 
터치스크린(200) 상에 놓는다. 설명의 편의상, 비록 임의의 적당한 터치스크린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실시예는 소리 패턴을 검출하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그녀의 손을 
터치스크린(200) 상에 놓는 사용자에 응답하여, 터치스크린(200)은 손바닥 지문 영역(210), 엄지 손가락 
지문 영역(215), 손가락 지문 영역(220, 230, 235, 및 240) 및 영역(280)으로부터의 소리를 포함하여 사
용자 손의 소리 패턴을 검출한다.

선택적으로, 단지 손의 일부(즉, 손가락만) 및/또는 독특한 물체(즉, 스타일러스)가 손 지문을 검출하는
데 대체될 수 있다. 더우기, 하나 이상의 손 또는 물체가 한번에 검출될 수 있다.

터치스크린(200)이  제2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하나  이상의  손/손가락  패턴을  검출하면,  OS는 
사용자(들)을 식별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OS는 손바닥 지문 영역(210)의 X, Y좌표와 손바닥 
지문 영역(210)의 X, Y 선단을 따라 손바닥 지문 영역(210)으로부터 각각의 손가락 지문 영역(215, 220, 
230 및 240)의 거리를 측정한다. OS는 손바닥 지문 영역(210)의 최좌측 및 최상부 지점의 교차점을 제1기
준점(255)으로 정의한다. OS는 엄지 손가락 지문(215)에서 상기 제1기준점(255)까지 가장 긴 거리를 측정
한다. 이와 유사하게, OS는 각각 손가락 지문 영역(220 및 230)에서 제1기준점(255)까지 가장 긴 거리를 
측정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OS는 손바닥 지문 영역(210)의 최우측 및 최상부 지점의 교차점을 제2기준점(260)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해 손가락 지문 영역(240)에서 제2기준점(260)까지 가장 긴 거리가 결정된다. 마지막으
로, OS는 손바닥 지문 영역(210)의 X 및 Y 좌표(265 및 270)를 측정한다.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각 손
가락 지문의 크기가 측정될 수 있다.

다음에, OS는 상기 손지문에 대해 저장된 신원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이 결정된 측정값이 
임의의 기존 측정값과 일치시키기 위해 메모리에 저장된 사용자 화일 데이타베이스(도시되지 않음)를 검
색한다. 더 상세하게, OS는 네개의 거리 측정값과 손바닥 지문(210)의 X, Y 좌표를 사용자 화일 데이타베
이스에 저장된 임의의 기존 측정값과 비교한다. 그러나,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의 영역과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특정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물체)의 손지문(또는 물체 지문)을 식별하는데 무수히 많은 수
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시 목적으로, 단지 손바닥 지문 영역(210)의 폭만이 일치가 존재하였
는 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만일 OS가 사용자가 정의한(또는 디폴트) 허용가능한 공차(본 발명에 설명됨)내에서 일치를 발견하면, OS
는 존재한다면 선정된 커스텀화 특징을 위해 사용자 화일을 판독하고, 상기 선정된 커스텀화 특징을 이용
하여 터치스크린(200) 상에 위치된 손(또는 손의 일부) 밑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a virtual pointing 
device)를 생성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즉, 엄지 손가락 지문 영역(215)), 손가
락(즉, 손가락 지문 영역(220, 230, 235 및 240)), 및 손바닥(즉, 손바닥 지문 영역(210)) 밑의 터치스크
린(200)의 영역이 “활성화(activated)”되고, 따라서 그와 같이 “활성화된” 영역의 사용자 손가락, 엄
지 손가락, 및/또는 손바닥의 임의의 정의된 움직임이 임의의 기능을 불러 오게 한다. 그러나, 만일 OS가 
손지문을 인식하지 못하면, OS는 기능의 디폴트 세트를 사용하여 손 또는 손의 일부 밑에 디폴트 가상 포
인팅 디바이스를 구축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자는 커스텀화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본 발명에 서술됨)를 
생성할 수 있다.

제5도는 사용자(들)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들)를 이동시키고 동작시키는 방법을 도시한다. 사용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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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치스크린(200)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도록 사용자가 그/그녀의 손을 터치스크린(200) 위에서 슬라이드
(slides)함에 따라, OS는 터치스크린(200) 상의 사용자의 움직이는 손의 위치를 검출하고, 이에 응답하여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활성화된” 영역을 손(또는 손의 일부) 밑에 있는 영역으로 연속적으로 재정의
한다. 따라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는 사용자 손의 이동과 함께 및 그것에 따라 이동한다. 예를 들어, 
만일 “활성화된” 영역이 터치스크린 픽셀 좌표[X1, Y1, X2, Y2, X3, Y3 및 X4, Y4](도시되지 않음) 내
에 포함된 영역으로서 초기에 정의되고 사용자가 해당 영역에서 터치스크린 픽셀 좌표[X5, Y5, X6, Y6, 
X7, Y7 및 X8, Y8]로 손가락을 이동시키면, “활성화된” 영역은 그와 같이 새로운 좌표로 이동한다.

OS는 포인터(250)가 가상 포인팅 리바이스와 일렬로 이동하도록 포인터(250)를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활성화된 영역(이 경우, 손가락 지문 영역(230) 위) 근처에 위치시킨다. 따라서, 사용자는 포인터(250)가 
소정의 오브젝트 아이콘 위에 위치하도록 예를 들어,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 즉, 포인터(250)를 이동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는 그의 손을 단순히 들어 소정의 위치에 놓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OS는 
새로운 위치(본 발명에 서술됨)에서 사용자의 손 밑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재생성할 것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손가락, 엄지 손가락 및/또는 손바닥의 움직임을 통해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동작시
킨다. 예시로,  사용자는 그/그녀의 엄지 손가락을 든 다음 상기 엄지 손가락을 임의의 소정 시간(즉, 
2초)내에 엄지 손가락 지문 영역(215) 위에 다시 놓음(“한번의 클릭킹(a single clicking)”이라고 함)
으로서 포인터(250) 밑에 위치된 오브젝트 아이콘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포커스 기능(focus 
function)(245)”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는 그/그녀의 세번재 손가락을 들어 임의의 
소정 시간 내에 세번째 손가락 지문 영역(235) 위에 다시 놓음으로서 “페이스트(paste)” 기능을 불러 
올 수 있다.

각각의 손가락, 손바닥, 및 엄지 손가락 동작 및 연관된 기능/명령은 특정하게 정의되고 특정 기능(본 발
명에서 상세히 서술됨)을 불러 오기 위해 나중에 재정의될 수 있다. OS는 손가락 동작(즉, 한번의 클릭(a 
single click)을 표현하는 “(1)”; 두번의 클릭(a double click)을 표현하는 “(2)” 등)과 대응하는 기
능/명령(즉, 포커스(focus)(245), 오픈(open)(257), 선택후 해제(select until release)(259), 페이스트
(paste)(261) 및 디폴트 메뉴(default menu)(263))을 가리키기 위해, 각각의 손가락 지문/엄지 손가락 지
문 영역 위에 다이얼로그(a dialog)를 디스플레이한다.

디폴트 기능/명령, 손가락 동작 및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정의된다. 엄지 손가락 영역
(215) 위에서 엄지 손가락을 한번 클릭하면 OS는 포인터(250) 밑에 위치된 임의의 오브젝트 아이콘 또는 
텍스트 상에 포커스 기능(245)을 불러 온다. 손가락 지문(220) 상에서 손가락을 한번 클릭하거나 또는 엄
지 손가락 지문 영역(215)을 두번 클릭하면 OS는 포인터(250) 밑에 위치된 임의의 오브젝트 아이콘 또는 
텍스트 상에 오픈 기능(230)을 불러 온다. 손가락 지문 영역(230)상에서 한번 클릭함으로서 포인터(250) 
밑에 위치된 임의의 오브젝트 아이콘 또는 텍스트 상에 선택후 해제기능(259)을 불러오는 한편, 손가락 
지문 영역(235)을 한번 클릭함으로서 포인터(240) 밑에 위치된 임의의 오브젝트 아이콘 또는 텍스트 위에 
페이스트 기능(261)을 불러온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지문 영역(240)을 한번 클릭하면 디폴트 메뉴 기능
(263)을 불러온다. 디폴트 포인터(250)는 화살표 형태이고 손가락 지문 영역(230) 근처에 배치된다. 그러
나,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디폴트 기능, 포인터 위치, 및/또는 손가락 동작(즉, 여러번 클럭)의 임의의 조
합이 디폴트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한번 클릭(또는 여러번 클릭)함으로서 기능/명령을 불러 올 수 있다.

제3도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논리를 포함하는 순서도를 도시한다. 302에서, 터치스크
린(200)은 손지문(또는 물체) 또는 선택적으로 손지문의 일부로부터 소리/열/압력 등을 검출한다. 306에
서, OS는 손지문을 판독하고 이전에 서술되고 제2도에 도시된 측정값을 계산한다. 310에서, OS는 손지문 
측정을 위해 데이타베이스의 사용자 화일을 검색한다. 312에서, 만일 OS가 10%의 디폴트 허용값(이는 나
중에 사용자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내에서 기존의 임의의 손지문 측정값을 찾으면, 320에서, OS는 해당 
사용자 화일에 있는 모든 정보를 판독하고, 322에서, 사용자 화일에서 발견된 선정된 특성에 근거하여 사
용자의 손(또는 손의 일부) 밑의 터치스크린 상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그린다. 부수적으로, 미래에, 
만일 임의의 오브젝트 및/또는 텍스트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되었으면, 이들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본 발명에서 서술됨)에 대해 그 이전 위치에 대한 위치에 그려질 것이다.

324에서, OS는 예를 들어, 손가락 지문(들), 손바닥 지문 실패하거나 손지문이 없는 경우와 같이 4초 이
상 동안 임의의 일관된 비정상적인 동작 또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한다. 만일 OS가 
비정상적인 어떠한 동작도 존재하지 않음을 검출하면,  OS는  326에서(제9도를  참조)  작업  이벤트 루프
(work event loop)를 수행하고, 제어는 324로 복귀한다. 제9도를 참조하면, 902에서, OS는 터치스크린에 
걸쳐 손의 어떠한 이동이 발생하였는 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904에서, OS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이동시킨다. 906에서, OS는 기능/명령을 불러오기 위해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의 이동이 발생하였는 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908에서, OS는 포인터 밑에 위치된 임의의 오브젝
트/텍스트 상에 해당 기능/명령을 불러 온다. 제어는 324로 복귀한다.

제3도의 324로 돌아가, 만일 OS가 임의의 시간(즉, 4초) 동안 비정상적인 동작 또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
을 검출하면, 328에서, OS는 손바닥이 터치스크린에 남아 있는 동안, 모든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있는 지를 판단한다. 선택적으로,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많은 다른 표시기가 손가락 지문이 
터치스크린과 접촉하는 동안 일단의 손가락이 들어 올려져 있는 지 또는 손바닥이 들어 올려져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이 “모든 손가락이 들어 올려져 있는” 표시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OS가 모든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있다고 판단하면, 330에서, OS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재커스텀화를 제공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하는 주 메뉴(600)(본 발명에 서술된 제6도를 참
조)를 디스플레이한다. 344에서, OS는 330에서 이루어진 임의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상 포인팅 디바이
스를 디스플레이한다.

328로 돌아가, 손바닥이 터치스크린과 접촉을 유지하는 동안 만일 모든 손가락이 들어 올려진 것으로 검
출되지 않았다면, 342에서, 제어는 제8도로 향한다. 제8도로 돌아가, 810에서, OS는 모든 손(또는 물체)
이 터치스크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졌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모든 손이 터치스크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있
지 않았지만, 일단의 손가락, 엄지 손가락 및/또는 손바닥(그 동작은 대응하는 정의된 기능을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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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비정상적이거나 또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하였다면, 제어는 814로 
향하고, 여기서 OS는 사용자 화일에 근거하여 손밑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다시 그린다. 이는 사용자
에게 바로 조금전의 손/손가락 동작이 정의되지 않은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모든 손이 터
치스크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졌다면, 811에서, OS는 임의의 시간 주기 동안(즉, 5초) 그 현재 위치에서 터
치스크린  상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계속  디스플레이하지만,  명확한  하이버네이트된  상태(in  an 
obvious  hibernated  state)에서는  손가락  지문과  손바닥  지문  영역이  터치스크린 상에  반투명한 영역
(translucent areas)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812에서, OS는 그 제거를 검출하는 5초 이내에 
손이 터치스크린 상에 다시 놓여졌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손이 5초 이내에 터치스크린 상에 다시 놓여져 
있지 않으면, 제어는 826(본 발명에 서술됨)로 향한다. 그러나, 만일 OS가 5초 이내에 터치스크린 상에 
다시 놓여져 있는 것을 검출하면, 816에서, OS는 하나 이상의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만일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상에 다시 손이 놓여졌을 때 그/
그녀의 손을 터치스크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졌는 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814에서, 제어는 제
3도의 322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 OS는 다시 놓여진 손 밑에 사용자 화일에 의해 식별된 가상 포인팅을 
활성화시켜 이동시킨다. 부수적으로, 만일 임의의 오브젝트 및/또는 텍스트가 손이 들어 올려졌을 때 가
상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되었다면, 이들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본 발명에 서술됨)의 그 이전 위
치에 대한 위치에서 다시 그려질 것이다.

만일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그/그녀의 손을 터치스크린으로 부터 동시에 들어 올려졌다면, 820에서, OS는 
다시 놓여진 손의 손지문을 판독하고, 이전에 서술되고 제2도에 도시된 측정값을 계산한다. 822에서, OS
는 손 측정 일치를 위해 검출되어 들어 올려진 손을 갖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사용자 화일을 검색한
다. 만일 일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823에서,OS는 검출되어 들어 올려진 손을 갖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
중 한 디바이스의 사용자 식별을 위해 사용자 화일 데이타 베이스를 검색한다. 이때 만일 OS가 그/그녀가 
사용자 식별에 의해 식별된 사용자인 지를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다이얼로그(도시되지 않음)를 디스플레이
한다. 만일 사용자가 825에서 그/그녀가 사용자 식별에 의해 식별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면, 제어는 제3도
의 322로 복귀되고, 이로 인해 OS는 다시 놓여진 손 밑으로 사용자 화일에 의해 식별된 가상 포인팅 디바
이스를 이동시키고, 만일 임의의 오브젝트 및/또는 텍스트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되었다면, 
이들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본 발명에서 서술됨)의 그 이전 위치에 대한 위치에서 다시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825에서 식별이 사용자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면, OS는 상기 식별이 검
출되어 들어 올려진 손을 갖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최종 사용자 화일인 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제어는 823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OS는 검출되어 들어 올려진 손을 갖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다음 사용자 화일을 검색한다. 이 프로세스는 사용자와 사용자 식별 간의 일치, 따라서 검출되어 들어 올
려진 손을 갖는 대응하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가 발견될 때까지 반복된다. 만일 OS가 최종 사용자 화일
을 검색하고 어떠한 일치도 발견되지 않으면, 839에서, 제어는 제3도의 310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OS는 
사용자 손을 위해 모든 사용자 화일을 검색한다.

812로 돌아가, 만일 손이 5초 이내에 터치스크린 상에 다시 놓여지지 않았거나 또는 모든 손이 터치스크
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있지 않았다면, 826에서, OS는 명확한 하이버네이트된 상태에서 가상 포인팅 디
바이스를 디스플레이하고, 828에서, 사용자가 중지하기를 원하는 다이얼로그(도시되지 않음)에서 사용자
를 프롬프트한다. 만일 사용자가 중지하기를 원하면, 제어는 OS가 디스플레이로부터 가상 포인팅 디바이
스를 제거하는 830으로 향한다. 만일 사용자가 중지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832에서, OS는 마우스를 “히
든 하이버네이션(hidden  hibernation)”  상태에 놓는데,  이는  명확한 하이버네이트된 상태(즉, 반투명
한)로 터치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된 마우스 이미지가 시간에 따라 소멸되기 시작하지만, 사용자가 다음
에 터치스크린을 접촉할 때 바로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OS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명확한 하이버
네이션(즉,  반투명  형태로  디스플레이된)에서  히든  하이버네이션으로  변환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즉, 30분)후에, OS는 상기 시간 지연을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836에서, 만일 OS가 30분 이내에 터치스크린 상에 놓인 손을 검출하면, 840에서, OS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히든 하이버네이션으로 부터 끌어 내어 그것을 손 밑에 다시 그리고, 제어는 제3
도의 324로 돌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OS는 메모리(즉, RAM)로부터 현재 히든 하이버네이션 상태에 있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제거한다.

제3도의 312로 돌아가, OS는 터치스크린 상에 놓인 측정된 손과 임의의 기존의 사용자 화일 간에 일치가 
발견되었는 지를 판단한다. 만일 OS가 문제가 되는 손지문에 거의 일치하는 손지문 측정값을 갖는 몇몇 
사용자 화일을 검출하면, 316에서, OS는 가장 가깝게 일치하는 그와 같은 사용자를 도시하는 터치스크린 
상의 드롭 다운 메뉴(drop down menu)(도시되지 않음)에 디스플레이한다. 318에서, OS는 드롭 다운 메뉴
로부터 사용자 신원의 일치 또는 어떠한 일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선택을 사용자가 선택
(다른 손을 사용하여)하기를 대기한다. 만일 일치가 발견되면, 제어는 320(이전에 서술됨)으로 향한다. 
만일 어떠한 일치도 발견되지 않으면, 제어는 314로 향하고, 여기서 OS는 그/그녀가 커스텀화된 가상 포
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기를 원하는 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문의하는 메뉴(제5도의 510을 참조)
를 터치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한다. 만일 사용자가 커스텀화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 생성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OS는 터치스크린 상에 그/그녀의 손을 놓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하고, 이에 응답하여, OS는 제5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손 밑에 이전에 서술된 바와 같이 디폴트 손가락/손바닥 동작 및 손가락 
지문 기능을 갖는 포괄적인(generic)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구축한다.

만일 사용자가 커스텀화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기를 원하면, 332에서, OS는 사용자 화일을 오
픈한다. 334에서, OS는 손가락 지문 및 손바닥 지문의 크기를 사용자 화일에 저장한다. 336에서, OS는 제
1기준점(본 발명에 서술되고 제2도에 도시됨)과 첫번째 세개의 손가락의 각 손가락 지문까지 가장 먼 지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부수적으로, OS는 제2기준점과 그로부터 네번재 손가락 지문까지의 거리를 계
산할 수 있다. 338에서, OS는 사용자 식별을 위해 사용자를 프롬프트하며,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 형태, 
포인터 위치, 동작 및 민감도, 및 손가락 지문 기능(본 발명에 서술되고 제6도에 도시됨)와 같은 가상 포
인팅 디바이스 특성을 입력하도록 사용자를 프롬프트하는 주 메뉴(600)를 디스플레이한다. 340에서, OS는 
모든 정보를 사용자 화일에 저장한다. 제어는 322로 향하고, 여기서 OS는 사용자 화일에 저장된 정보에 
근가하여 손 밑(또는 손의 일부)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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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에서, OS는 임의의 비정상적인 동작이 발생하였는 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다면, 328에서, OS는 손의 
모든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으로부터 들어 올려졌는 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다면, 330에서, OS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 메뉴(600)를 디스플레이하여,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임의의 커스텀화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를 프롬프트한다.

제6도로 돌아가, OS가 주 메뉴(600)를 디스플레이한 후, 사용자는 그/그녀의 손을 터치스크린으로부터 제
거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형태 버튼(620)을 선택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형태
를 정의/재정의할 수 있게 하는 “형태” 메뉴가 나타난다(제7도의 700을 참조) 제7도의 형태 메뉴(700)
로 돌아가, OS는 사용자에게 몇 가지 옵션을 디스플레이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
를 이동시키기 위해 손가락만이 터치스크린과 접촉될 필요가 있는 “손가락 전용(fingers only)”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본 발명에 서술된 제4도를 참조) 또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이동시키기 위해 엄치 손
가락과 손바닥만이 터치스크린과 접촉될 필요가 있는 손바닥 및 엄지 손가락 전용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
를 선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손가락의 이동은 할당된 기능일 수 없다. 부수적으로, “엄지 손가락과 
동시에 하나의 손가락” 또는 “손바닥”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OS가 손바닥
이 터치스크린과 접촉하도록 유지하면서 모든 손가락을 들어 올림으로서 주 메뉴(600)(제6도를 참조)를 
불러 들이기 때문에, 만일 사용자가 손바닥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정의하면, 
사용자는 나중에 해당 특수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기능을 다시 프로그램할 수 없다. 그 보다는, 사용자
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로 시작하여야만 할 것이다. 선택적
으로, 본 발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주 메뉴(600)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른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디폴트  정확도  공차를  10%에서  다수의  미리  프로그램된  값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사용자는 정확도 버튼(702)를 누르고, 이에 응답하여 값(즉, 4%, 8%, 20%)의 드롭-다운 리스트가 
사용자의 선택을 위해 나타날 것이다. 사용자는 버튼(704)를 눌러 모든 선택을 입력/저장한다. 이에 응답
하여, 제6도에 도시된 주 메뉴(600)가 다시 나타난다.

제6도로 돌아가, 만일 사용자가 기능 정의 버튼(625)를 선택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손가락 지문/손바닥 
지문 영역의 기능을 정의/재정의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정의” 메뉴가 나타난다. 특히, 제7도의 기능 정
의 메뉴(730)는 사용자가 적당한 손가락 가까이에 있는 연관된 버튼을 눌러 각각의 손가락 지문과 엄지 
손가락 지문 영역의 평셔낼리티를 바꿀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버튼(732)을 누르면, 이는 그
/그녀가 두번째 손가락(즉, 손가락 지문 영역(230))의 기능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응
답하여, OS는 메모리에 저장된 선정된 기능의 드롭-다운 리스트(740)를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가 오픈 
기능(742)을 선택하였으면, 이에 응답하여 OS는 다른 드롭-다운 리스트(746)를 디스플레이한다. 사용자는 
오픈 기능을 불러 들이기 위해 두번째 손가락을 두번 클릭(744)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다음에 사용자는 
저장 버튼(748)를 눌러 엔트리를 사용자 화일에 저장한다. 이에 응답하여, 제6도에 도시된 주 메뉴(600)
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이와 같은 바람직한 실시예의 정신과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손가락 동작 및 손가락 지문 영역 기능에서의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도로 돌아가, 만일 사용자가 포인터 정의 버튼(630)을 선택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가상 포인팅 디바이
스 상에 형태, 민감도, 및 위치를 정의/재정의할 수 있게 하는 “포인터 정의” 메뉴가 나타난다. 제7도
의 포인터 정의 메뉴(760)으로 돌아가, 사용자는 포인터와 관련된 다수의 선택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
용자는 작은, 중간 또는 큰 화살표, 및/또는 깜박이는 화살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또한 작거나 
큰 포인터 민감도, 및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에 대한 포인터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인터
는 세번째 손가락 위에(디폴트 위치), 첫번째 손가락 또는 손바닥 밑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분야
의 숙련자는 본 바람직한 실시예의 영역과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포인터 동작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사용자는 저장 버튼(762)을 눌러 엔트리를 저장하고, 이에 응답하
여 주 메뉴(600)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6도에서, 사용자는 저장/빠져나옴 버튼(635)을 눌러 저장하고 빠져나오며, 취소 버튼(61
5)을 눌러 모든 변경을 취소하고 디폴트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로 돌아가기 위한 옵션을 갖는다.

제4도로 돌아가, 제2실시예에서, OS는 선정된 표준 크기의 손가락 지문 영역(415, 420, 430, 435 및 44
0)과 포인터(450)를 활성화되지 않은(또는 “명확히 하이버네이트된”으로 불리우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
스로 디스플레이한다.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손가락 지문 영역은 오브젝트 아이콘이 그들을 통해 보여
질 수 있도록 반투명하다.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손가락을 
터치스크린(400) 상의 손가락 지문 영역(415, 420, 430, 435 및 440) 위에 놓는다.

선택적으로, OS가 하나 이상의 반투명 손가락 지문 영역(420, 430, 435 및 440) 위에서 소리 패턴(또는 
열, 압력 등)을 검출하면, OS는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해당 영역만을 활성화시킨다. OS는 디폴트 기능
(즉, 각 손가락 지문 영역 위에 디스플레이된 디폴트 기능)을 손가락이 그것 위에 놓인 각각의 손가락 지
문 영역에 할당한다. 그러나, 손가락이 그들 위에 놓이지 않은 손가락 지문 영역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
며, 따라서 이들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들에게 할당된 디폴트 기능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손가락 
지문 영역은 어느 때나 활성화 될 수 있다.

사용자가 그/그녀의 손가락을 터치스크린(400)위에서 슬라이드함에 따라, OS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손가락 
밑의 터치스크린 픽셀 좌표를 검출하고, 이에 응답하여,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활성화된” 영역을 손
가락 밑의 터치스크린으로 연속적으로 재정의한다. 따라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손가락의 
움직임과 함께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동한다. 그러나, 모든 손가락 지문 영역이 일시에 활성화 될 수 없
는 동안, 모든 손가락 지문 영역은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함께 이동할 것이다.

OS는 포인터(450)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도록 손가락 지문 영역(420) 근처에 포인
터(450)를 위치시킨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용자는 포인터(450)가 소정의 오브젝트 아이콘 위에 놓이도
록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이동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는 그 손을 단순히 들어 올려 소정의 
위치에 위치시키고, 이로 인해 OS는 새로운 위치에서 사용자의 손가락 밑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재생
성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손이 들어 올려졌던 때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선택된 임의의 오브젝
트 또는 텍스트도 역시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그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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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 사용자는 그/그녀의 첫번째 손을 손가락 지문 영역(420) 위에 위치시켜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
의 해당 영역을 활성화시켰다. 만일 사용자가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손가락 지문 영역들 간의 거리의 
크기를 다시 조정하기를 원하면, 사용자는 단지 개별적인 손가락을 하나씩 디스플레이된 각각의 손가락 
지문 영역에 놓고(이로 인해, 그들을 활성화시킴), 다음에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형태/크기를 커스텀화
하기 위해 적당하게 각 손가락을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슬라이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는 가
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형태/크기를 그/그녀의 손가락의 형태/크기에 커스텀화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그/
그녀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의 형태/크기를 액티브하게 커스텀화하여야 한다.

일단 사용자가 소정의 오브젝트 아이콘(422) 위에 포인터(450)를 위치시키면, 사용자는 예를 들면 손가락 
지문 영역(420) 위에서 그의 첫번째 손가락을 한번 클릭하여 초점을 오브젝트 아이콘(422)으로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기능(또는 이전에 설정된 기능)만이 본 실시예에 사용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를 참조로 도시되고 서술되었지만, 기술분야의 숙련자는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영역으로 부터 일탈하지 않고, 형태 및 세부사항에 있어 상
기 및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터치스크린 기술을 이용하여 오브젝트 아이콘과 텍스트를 서로 가까이 두는 
것이 가능하며, 포인팅 디바이스의 사용자 커스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포인팅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프로세서, 메모리 및 터치스크린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는 방법(A method of directing)
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 상에 놓인 사용자의 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터치스크린 상의 상기 사용자
의 손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 내에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터치스크린에 대한 상기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을 이동
시키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의 손의 선택된 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
의 위치에서 복수의 정의된 기능 중의 선택된 기능을 실행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
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 상에 위치된 사용자의 손을 검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터치스크린 상
의 상기 사용자 손의 열, 소리, 또는 압력 패턴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있어서, 상기 사용자 손의 선택된 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의 위치에서 복수의 정의된 기능 중에 선택된 기능을 실행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사용자 손의 손가
락의 들어 올려지고 다시 놓이는 동작(a lifting and replacing motion)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
인터 아이콘의 위치에서 복수의 정의된 기능 중에 선택된 기능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
템을 지시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의 위치에서 복수의 정의된 기능 중에 선택된 기능을 실
행하는 상기 단계는 지정된 시간 동안 상기 사용자 손의 한 손가락의 들어 올려진 동작에 응답하게 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시간은 5초인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손의 선택된 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
의 위치에서 복수의 정의된 기능 중에 선택된 기능을 실행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사용자 손의 선택된 부
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기능을 재정의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상에 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메뉴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기능을 재정의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는 방법.

청구항 7 

적어도 프로세서, 메모리 및 터치스크린을 갖는, 다기능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터치스크린 상에 놓인 사용자 손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 상기 터치스크린 상의 상
기 사용자 손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내에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수단; 상기 터치스크린에 대한 상기 사용자 손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
콘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사용자의 선택된 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
터 아이콘의 위치에서 복수의 정의된 기능 중의 선택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컴퓨터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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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프로세서, 메모리 및 터치스크린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여금 가상 포인팅 디바이스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computer readable program code means)이 내부에 내장된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a computer usable medium)를 구비하는 제조 물품(An article of 
manufacture)에서, 상기 제조 물품에 있는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상기 터치스크린 
상에 놓인 사용자의 손을 검출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상기 터치스크린 상의 상
기 사용자 손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 내에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상기 터치스크린에 대한 상기 사용자 손의 움직임에 응답하
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을 이동시키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 및 상기 
사용자의 손의 선택된 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의 위치에서 복수의 정
의된 기능 중의 선택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제조 물품.

청구항 9 

적어도 프로세서, 메모리 및 터치스크린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는 방법(A method of directing)
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내에 복수의 다양한 다기능 포인팅 디바이스 정의를 저장하는 단계-상기 다양한 
다기능 포인팅 디바이스 정의 각각은 복수의 사용자 중의 특정 사용자와 관련됨 -; 상기 터치스크린 상에 
놓인 사용자의 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사용자 중의 상기 선택된 사용자
의 신원을 판정하는 단계; 상기 터치스크린 상의 상기 사용자의 손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
템 내에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은 상기 선
택된 사용자와 관련된 다기능 포인팅 디바이스 정의에 따라 특정화됨 -; 및 상기 사용자의 손의 선택된 
부분의 움직임에 응답하여, 상기 다기능 가상 포인터 아이콘의 위치에서 상기 선택된 사용자와 관련된 다
기능 포인팅 디바이스에 따라 특정화된 복수의 정의된 기능 중에 선택된 기능을 실행하는 단계를 구비하
는 컴퓨터 시스템을 지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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