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G06F 3/033
     G09G 5/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57066
2005년06월16일

(21) 출원번호 10-2005-7003531
(22) 출원일자 2005년02월28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02월2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IL2003/000712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21328

국제출원일자 2003년08월28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03월11일

(30) 우선권주장 60/406,662 2002년08월29일 미국(US)

(71) 출원인 엔 트리그 리미티드.
이스라엘, 텔 아비브 69 719, 라울 발렌베르크 스트리트 24, 타워 B, 지브 타워즈.

(72) 발명자 모라그, 메이르
이스라엘, 텔 아비브 69 498, 도브 그루너 스트리트 23
페르스키, 하임
이스라엘, 호드 하샤론 45 343, 에쉬콜 스트리트 17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청구 : 없음

(54) 투명 디지타이저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투명 디지타이저(transparent digitizer)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선 스
타일러스(cordless stylus: 탐침)를 구비한 투명 디지타이저 또는 그와 유사한 입력장치에 관한 것이다.

  "가마롱"주식회사(Gamalong Ltd.)의 미국 특허출원 제09/628,334호(발명의 명칭: "Physical Object Location
Apparatus and Method and a Platform using the same")는 편평한 스크린 표시장치 상에서 물리적인 물체의 위치를 알
아내는 전자기적인 방법, 다시 말하자면, 전자장치의 능동형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통합될 수 있는 디지타이저를 기술하고
있으며, 상기 출원의 내용은 참고로 본 출원에 포함된다. 본 출원의 내용은 또한 투명 센서에 의거한 디지타이저를 구현하
기 위한 기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다양한 제품을 위한 입력장치로서 터치스크린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터치스크린 장치들에 대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웹-패드(Web-Pad), 웹 태블릿(Web Tablet), PDA, 태블릿 퍼스널 컴퓨터
(Tablet PC) 및 무선 플랫 스크린 디스플레이(wireless Flat Screen Display)의 출현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장치들은
통상 표준형 키보드, 마우스 또는 그와 유사한 입력장치들에는 연결되지 않는데, 이는 그러한 장치들은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신에 한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터치 입력 기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태블릿 PC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이동형 장치들 중의 몇몇은 강력한 컴퓨터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한 태블릿 PC와 같은
장치들은 스타일러스에 기초한 입력장치를 사용하고 그리고 컴퓨팅 도구로서의 태블릿 PC의 이용은 스타일러스 입력장치
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입력장치들은 필기체 문자인식 및 최대한의 마우스 에뮬레이션(mouse emulation), 예를
들면 호버링(hovering), 오른쪽 클릭(right click) 등의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정확성을 갖는다. 이러한 새로운 이동형 장치
들의 제조업자 또는 설계자들은 스타일러스 입력 시스템이 다양한 전자기적 기법들에 기초할 수 있고, 이것이 해상도, 빠
른 업데이팅 속도, 및 마우스 기능성의 견지에서 컴퓨터 장치에 대한 매우 높은 성능 요구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결론
을 내려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일러스 시스템은 태블릿에 기초하고 있는데, 즉 스타일러스가 태
블릿 상에서 이동되며, 태블릿은 그 자체가 스크린은 아닌 것이다. 투명성 플랫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비-투명성 전자기 디
지타이저 기술과 조합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이루어졌다. 워콤(Wacom)의 미국특허 제6,005,555호는 두 개의 층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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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 전도성 루프들로 이루어진 디지타이저를 개시한다. 한 세트의 전도성 루프가 여기(excitation)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되는 반면에 직교하는 세트의 루프들이 진동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상기한 워콤 시스템에 있어서
의 하나의 필수조건은 루프 내의 높은 전도성이다. 그래서 '워콤'의 기법은 표준형의 금속으로 된 도체들로 이루어진 루프
를 사용해야만 하고, 투명 전도성 박편(transparent conductive foil)으로써는 이용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전도성 투명
라인의 저항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스타일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저항 전도성 루프를 사용하는 것은 1 KV를 넘는 매
우 높은 전압의 입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상기한 해결방안을 비실용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투명 전도성 재료의 사
용이 없이는 워콤의 해결방법은 단지 디스플레이를 보기 불편한 것으로 만들뿐이었다.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보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디스플레이 뒤편에 워콤의 비-투명성 센서
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상기 센서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전자회로 기판과 FPD 백라이트 사이에 배치될 수가 있다. 따
라서 FPD 장치에 비-투명성 센서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그러한 장착기법은 전형적
으로 해당 장치 내에서의 노이즈가 많은 부품들에 대한 차폐를 필요로 하며, 때로는 FPD 구조에 있어서의 특별한 슬롯의
제조가 요구되고 거기에 센서가 장착된다.

  비-투명성 센서는, 디스플레이 장치 뒤편에 배치된다면, 그것이 그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스타일러스의 선단으로부
터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멀리 이격되어 있게 된다. 센서로부터의 상대적으로 먼 거리 때문에 비-투명성 센서는 시차
(parallax)가 문제가 되고, 이것은 스타일러스에 있어 부정확한 위치의 제공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 위치를 잡는 것이 특
히 부정확하게 되는데, 즉 말하자면 시차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어, 이 때 스타일러스는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임의의 각도
로 유지된다. 그러나 필기체 문자인식과 같은 응용분야에서는 대부분 스크린에 대해 임의의 각도로 유지되는 스타일러스
에 대해 상기 시스템이 내성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센서로부터의 상대적으로 먼 거리 때문에 후면에 장착된 센서의 경우에는 스타일러스가 센서의 모서리에 근접하
게 유지될 때 스타일러스의 부정확한 위치인식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

  요약하자면, 센서로부터의 상대적으로 먼 거리뿐만 아니라 센서와 스타일러스 사이에 위치하도록 된 능동형 전자부품들
의 숫자 때문에 후면에 장착된 센서들은 신뢰도 높은 위치인식 해상도를 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 투명 박판에 기초한 센서의 구현에 의해 후면 장착 센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센서는 투명하기 때문에 스크린의 전면에 장착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텍터는 투명 전도체에 의존하고, 이것은 불
투명체로 된 전도체에 비해 매우 저항이 높게 된다. 커타(Kurta)의 미국특허 제5,381,160호에 따르면, 전술한 전도체의 고
저항성의 견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 즉 다시 말하자면, 고저항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가 결정되어야 할 물
리적 물체를 여기시키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상기 해법은 단순히 그 자신의 배터리에 의해 전력이 내부적으로 공급되는
능동형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스타일러스는 외부적 여기(excitation)를 필요치 않는다. 그러나 배터
리로 전력이 공급되는 능동형 스타일러스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만족스러운 해법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예
를 들면, 능동형 스타일러스는 연속적인 정비를 필요로 하고 동작을 멈추기까지 할지도 모르며, 그럼으로써 전체의 컴퓨터
장치를 동작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그러한 능동형 스타일러스는 재충전을 필요로 하고 수동형보다 더 고가이다. 따라
서 능동형 스타일러스는 현재 이동형 소비자 시장에 대해서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상기한 '가마롱'의 특허출원은 분리된 여기 코일이 스크린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투명한 박판들에 기초한, 수동형 스타일
러스를 위한 센서를 기술하고 있다. 그의 위치가 검출되고자 하는 스타일러스 또는 다른 물체는 공진 회로를 포함한다. 상
기 공진회로는 전기장을 발생하는 여기 코일에 의해 여기되고 그 전기장은 투명 박판들 상의 상대적으로 고저항성의 검출
전도체들에 의해 검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장에 근거한 검출은 전자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표면상에서 수행되고 이 스
크린 표면은 전자기적 활성도의 견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노이즈 환경 하에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그러한 높은
노이즈 환경은 디지타이저의 해상도 레벨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술한 제한이 없는 투명 디지타이저에 기초한 스타일러스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그러한 스타일러스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노이즈가 높은 환경에서 패시브형(passive) 스타일러스와 함께 투명 센서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투명 센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LCD 또는 OLED 패널과 같은
평판형 패널 디스플레이(FPD)의 상부에 장착된 투명 박판(foil) 센서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에 있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수월한 방법으로 FPD의 앞부분에 통합될 수 있는 투명 센서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
크린 뒤에 비-투명 센서를 장착하는 데에 수반되는 복잡하고 제조비용이 많이 드는 집적공정에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스타일러스의 선단부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배치될 수 있는 투명 센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시차(parallax)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스타일러스의 선단(tip)에 매우 가까이 배치될 수 있는 투명 센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센서의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스타일러스들을 검출함에 있어서 부정확성의 문제, 즉 에지(edge)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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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스타일러스의 선단부에 매우 가깝게 배치될 수 있는 투명 센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능동형 전자요소들의 존재에 의해 더 악화되는 센서와 스타일러스 간의 분리로 인한 열등한 해상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함이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검출 그리드의 거칠기(granularity)를 넘어서는 정밀도 레벨까지 정확한 스타일러스의 위치
인식을 제공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노이즈가 없는 정확한 스타일러스 위치인식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결합하여 물체의 위치를 통해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치가 제공되는데, 상기 장치는:

  상기 물체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출력단들을 구비하
는, 검출기들이 배열된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단들과 관련된 차동형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한 증폭기들이 배열된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차동형 신호들은 적
어도 두 개의 상기 출력단들 사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신호들에 상당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기 신
호들을 이용하도록 동작이 가능하게끔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증폭기들은 차동형(differential) 증폭기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검출기 배열 장치는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플랫 패널형 디스플레이(FPD) 스크린을 포함한
다.

  전형적으로, 상기 물체는 스타일러스와 같은 포인팅 장치이다. 대안으로서는, 상기 물체는 게임용 피스(gaming piece)이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장치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와 일체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동형 컴퓨터에 통합되는 부속품
으로서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투명 감지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 포일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투명 감지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ITO 포일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감지 장치의 센서들과 상기 증폭기 장치 사이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고역 통과 증폭기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투명 감지 장치는 직선(straight line) 센서들로 이루어진 그리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차동 증폭기가 배열된 장치는 각각 제1 차동 입력과 제2 차동 입력을 갖는 다수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차동 입력은 제1센서의 출력에 연결되고, 상기 제2 차동 입력은 상기 제1 센서의 스타일러스 유효 필
드를 벗어나서 세2 센서의 출력에 연결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 센서는 상기 제1 센서의 상기 스타일러스유효 필드를 넘어서는 최소 거리에 존재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각각의 물체는 여러 개의 이웃하는 센서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 필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
고, 증폭기 당 상기 각각의 제1 및 제2 센서들은 다른 물체 위치들로 하여금 증폭기의 다른 조합에 있어서 출력들을 발생하
도록 선택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증폭기 조합들이 각각의 센서들에 디코드 됨을 허용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센서들의 신호들의 위상들을 검출하도록 더 구성됨으로써 상이한 센서들로부터의 신호들 간에 구별을
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차동 증폭기 배열장치는 각각 제1 차동 입력과 제2 차동 입력을 갖는 다수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
고, 상기 각각의 차동 입력은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에 연결되고, 각각의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은 각각 이웃하지 않
는 센서들과 연관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각각의 물체는 여러 개의 이웃하는 센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증폭
기 당 상기 각각의 이웃하지 않는 센서들은 다른 물체 위치들로 하여금 증폭기의 다른 조합에 있어서 출력들을 발생하도록
선택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증폭기 조합들이 각각의 센서들에 디코드 됨을 허용하도록 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센서들의 신호들의 위상들을 검출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상이한 센서들로부터의 신호들 간에 구별을 하
도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각각의 차동 입력들은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에 연결되고, 각각의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은 각
각 이웃하지 않는 센서들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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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하게는, 상기 물체는 패시브(passive)형 물체이고,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물체에 여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스크린 주위에 위치한 여기 배열장치를 더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여기 배열장치는 다이내믹한 가변 주파수에서 상기 여기 신호를 발생하도록 제어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여기 배열장치는 다이내믹한 가변 진폭으로 상기 여기 신호를 발생하도록 제어가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여기 배열장치는 다이내믹한 가변 여기 지속기간을 제공하도록 제어가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여기 신호의 출력 중에 검출의 차단(blanking)을 위한 차단 제어 가능성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차단 제어 가능성은 상기 여기 신호의 출력 후에 소정의 지연을 위한 상기 차단을 계속하도록 동작
가능하다.

  상기 장치는 각각의 센서들 간의 전도도의 차이가 인코딩되는 보상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한다.

  상기 장치는 센서 장치에 대한 전자기 간섭의 소정의 변동이 인코딩되는 보상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보상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센서 장치 상의 전자기적 간섭의 소정의 변동을 인코딩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물체의 즉시적인 선행 움직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물체의 현재의 위치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물체 이동 경과 장치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처리과정은 이전에 측정된 위치로부터 사용자의 가능한 손 움직임에 따라 필터링하는 과정을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처리과정은 이전에 측정된 위치로부터 사용자의 있을 법한 손 움직임에 따라 필터링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처리과정은 상기 물체의 궤적(locus)을 평탄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물체의 미래의 궤적을 예지하도록 상기 물체 이동 경과 장치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상기 물체 이동
경과 장치와 연관되는 예언 장치(predictor)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예언 장치를 갖는 상기 물체 이동 경과 장치는 늦은 이동 추적기(tracker)를 구비하고, 상기 물체를
추적하기 위한 빠른 이동 추적기가 더 제공되고, 상기 장치는 상기 물체의 궤적으로서 상기 빠른 이동 추적기의 출력을 초
기에 설정하고, 그에 후속하여, 상기 궤적을 정정하도록 상기 늦은 이동 추적기의 출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물체는 지수 함수적으로 감쇠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감쇠하는 신호에 지수
함수적으로 상승하는 반대 신호를 곱하기 위한 신호 곱셈 기능을 더 구비함으로써, 주파수 측면 로브(side lobe)를 삭제하
고 상기 디지타이저의 주파수 해상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상기 장치는 검출된 시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 기능을 더 포함하고, 변환 기능은 검출
될 주파수의 있을 법한 수에 의존하여 변환 형태를 선택하도록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장치는 상기 장치는 검출된 시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 기능을 더 포함하고, 변환
기능은 검출될 주파수의 현재의 수에 의존하여 변환 형태를 동적으로 선택하도록 동작이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선택을 위한 상기 변환의 형태는 패스트 푸리에 변환(FFT)과 디스크리트 푸리에 변환(DFT)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한 동적 선택을 위한 변환 형태는 패스트 푸리에 변환(FFT)과 디스크리트 푸리에 변환(DFT)을 포함
한다.

  상기 장치는 임계 숫자의 주파수를 설정하기 위한, 상기 변환 기능과 연관된, 하나의 임계장치(thresholder)를 포함하고,
상기 임계치는 상기 임계치에 대하여 높은 수의 주파수들을 위한 패스트 푸리에 변환과 상기 임계치에 대하여 낮은 수의
주파수들을 위한 디스크리트 푸리에 변환과의 사이의 스위칭을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따르면, 디지타이저와 함께 사용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가 제공되는데, 상기 스타일러스는;

  전단 팁을 갖는 외부 스타일러스 형상의 하우징;

  소정의 공진주파수를 갖는 공진기 배열장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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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단 팁의 근방에 전기장의 집중상태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공진기 장치가 그를 가로질러 접속되는 상기 팁에 형
성된 갭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스타일러스는 43항에 있어서, 페라이트(ferrite) 코일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공진기는 상기 팁으로부터 멀리 이격되게 배치되고, 전도체를 경유하여 그에 결합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스타일러스의 다른 모드 설정들을 나타내도록 상기 소정의 공진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공진
기 장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스위치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스타일러스의 다른 모드 설정에 따라서 상기 전기장에 있어서의 검출 가능한 변동들을 제공하기 위한
변조기를 더 포함한다.

  상기스타일러스는 상기 전단 팁으로부터 이격된 제2 단부에 배치된 리버스 팁을 포함하고, 도전체 배열장치는 상기 리버
스 팁으로 연장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버스 팁의 근처에서의 기하학적 형상은 상기 전단 팁의 필드에서의 형상과는 다르고, 그럼으
로써 상기 전단 팁과 리버스 팁 간의 검출이 가능한 차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상기 스타일러스의 다른 모드 설정들을 나타내도록 상기 소정의 공진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공진기 배열에 도
움이 되도록 상기 리버스 팁과 연관된 스위치 가능한 요소들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검출 가능한 변동들은 상기 갭에 대한 상기 전기장의 커플링에 있어서의 가변형 지연이다.

  상기장치는 전단 팁과 연관된 정상적으로는 닫히는 스위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장치를 구비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타이저가 제공되며, 이 디지타이저는:

  물체로부터 전자 신호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투명 감지 그
리드와;

  각각의 증폭기가 상기 감지 그리드의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 위로 접속되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의 함수인 출력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증폭기의 배열장치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4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적으로 패시브
형의 물체를 통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타이저가 제공되는데,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와; 그리고

  상기 패시브형 물체가 상기 전기장을 발생하거나 방출하도록 상기 패시브형 물체에 대한 여기 신호들을 발생하기 위한
여기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여기 장치는 상기 여기 신호가 발생되거나 방출되는 샘플링 율을 변경하도록 동적으로 제어하
는 것이 가능하게끔 구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물체의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상태 검출기를 더 구비하고, 그로써 상기 샘플링 율에 대한 상기한 동
적 제어를 실행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태 검출기는 사용자 스위칭 상태, 표면과의 상기 물체의 접촉상태, 상기 스크린과의 상기 물체의
접촉상태, 오른쪽 클릭 및 지우개 작용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디지타이저는 현재의 물체 주파수들의 수를 검출하기 위한 주파수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수는 상기 샘플링 율에
대한 상기한 동적 제어에서 이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5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적으로 패시브
형의 물체를 통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타이저가 제공되는데,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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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패시브형 물체가 상기 전기장을 발생하도록 하여 상기 패시브형 물체를 위한 여기 신호들을 발생하고 그리고 방출
하기 위한 여기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증폭기 배열장치는 상기 여기 신호를 방출하는 동안 검출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차단(blanking) 기간과 함께 상기 여
기 장치와 결부하여 제어가 가능하다.

  본 발명의 제6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물체를 경유하는 사
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타이저가 제공되는데,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그리고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를 포함하고, 각각의 증폭기는 적어도 두 개의 각각 비-인접한 센서들의 출력들
에 연결되고, 매 증폭기에 대해서 상기 각각의 비-인접한 센서들은 상이한 물체 위치들이 상이한 증폭기들의 조합들에서
출력들을 발생하도록 선택되고, 이로써 상이한 증폭기 조합들이 개별적 센서들에 디코드 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구성한다.

  본 발명의 제7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적으로 패시브
형의 물체를 통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타이저가 제공되는데,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와; 그리고

  상기 패시브형 물체가 상기 전기장을 발생하도록 상기 패시브형 물체를 위한 여기 신호들을 발생하기 위한 여기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여기 장치는 상기 여기 신호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적으로 제어 가능하게 구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속성은 주파수, 진폭 및 위상 중의 하나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배열장치는 상기 물체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기 동적으로 제어 가능한 속성을 설정하는 조작이 가능
하게 구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태는 사용자 스위칭 상태, 표면과의 상기 물체의 접촉상태, 상기 스크린과의 상기 물체의 접촉상
태, 상기 물체의 현재 속도, 상기 물체의 현재의 가속 상태, 및 상기 물체의 현재의 배향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달리 정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사용된 모든 기술 및 과학적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
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제공되는 방법, 재료 및 실례들은 단지 예시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에 한정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시스템의 구현은 수동, 자동 또는 그들의 조합에 의한 선택된 작업들이나 단계들을 실행하거나
완료하는 것을 수반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계적 사용과 장
비에 따르면, 몇몇의 선택된 단계들은 하드웨어에 의해 또는 임의의 펌웨어(firmware)의 운영 시스템 상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또는 그들의 조합에 의해 구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로서는 본 발명 중의 소정의 선택된 단계들이 칩이
나 회로로서 구현될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로서는 본 발명 중의 소정의 선택된 단계들이 어떠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명령들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 중의 선
택된 단계(과정)들은 다수의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서 기
술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단지 예를 들어 설명될 것이다. 이제 도면을 상세히 참조함에 있어, 도시된 세부
사항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예시적인 논의의 목적을 위한 그리고 일례를 들기 위한 것들이며, 본 발명
의 원리와 개념적인 측면들에 대한 가장 유용하고 쉽게 이해되는 설명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제공된
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명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더 상세한 발명의 구
조적인 세부사항들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첨부된 도면과 함께 취해지는 설명은 발명의 여러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게 명백하게 하기 위함이다. 첨부 도면에 있어서: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디지타이저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스타일러스, 센서들 및 여기 코일을 나타냄과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총괄적인 원리를 설
명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3은 도 1의 디지타이저에 사용되는 센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4는 폴리에스터 PET 포일이 그의 하부 측면에는 수평 전도체로써 패턴이 이루어지고 그의 상부 측면에는 수직 전도
체로써 패턴이 이루어져 있는 도 1의 실시예와 함께 사용되는 1-포일(one-foil) 구성의 센서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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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전단부(front-end) 유닛의 내부 구성을 예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이
다;

  도 6은 차동 증폭기에 그리드의 각각의 센서들을 연결하기 위한 구성을 예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7은 도 6의 구성의 변형을 나타내는 개요도이다;

  도 8은 도 1의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20)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내부 구성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타일러스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10은 도 9의 스타일러스에 대한 간략화 된 회로도이다;

  도 11은 도 9의 스타일러스에 대한 대안적인 회로도를 나타내는 간략화 된 회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기본적인 듀티 사이클을 기술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파형의 개략적인 그래프 예시
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현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출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예시하
는 개략적인 흐름도이다; 그리고

  도 14는 세 개의 센싱 라인들에 근접하게 위치하여 센싱 라인들에 있어서 신호를 각각 발생하는 스타일러스를 묘사하는
개략적인 도면이다.

실시예

  본 실시예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의 상부에 스타일러스(stylus) 또는 게임 토큰(game token)과 같은 물리적 물체
들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그러한 물리적 물체들의 위치는 전자기적 투명
디지타이저(transparent digitizer)에 의해 감지되고, 이것은 디스플레이의 상부에 장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물리
적 물체들은 패시브(수동형) 요소로 함이 바람직한데, 즉 이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종류의 전원도 갖지 않는다. 상기 패시브
형 요소들은 비-투명 여기 코일(excitation coil)에 의해 활성화 되며, 이것은 투명 센서 주변에 실질적으로 배치된다. 상기
센서는 감지 그리드 또는 감지 루프들의 배열장치를 구비하며, 그의 출력들은 감지용 증폭기들에 연결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감지용 증폭기들은 차동 증폭기로 이루어지고 또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각각의 감지용 증폭기는 상기
그리드로부터 적어도 두 개의 비-인접된 출력들로 연결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급격한 따라서 더 용이하게 검출이 가능한 전기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팁(tip) 부분에 대한 도
선의 돌출이 이루어지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의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팁 부분에서의 전기장의 집중은 전기장이 노이즈
로부터 더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타이저의 해상도를 향상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투명 디지타이저의 동작 및 원리는 하기의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잘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설명 또는 도시된 도면들에 나타낸
구성요소들의 구성이나 배열에 있어서의 세부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거나 실행되는 다른 실시예들로써도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기술용어들이나 전
문어들은 단지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 대한 바람직한 사용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 스크린을 사용하는 이동형 컴퓨터 장치용의 투명 디지타이
저(transparent digitizer)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디지타이저는 매우 높은 해상도와 갱신율(updating rate)로 하나 또는
다수의 스타일러스들의 위치를 검출하게 된다. 상기 스타일러스는 포인팅, 페인팅, 수기로 쓴 것(핸드라이팅)을 포함한 모
든 글씨체, 삭제(deleting)하기 등을 포함하여 어떤 표준의 스타일러스 용도에도 적용 가능하며, 또한 스타일러스에 기초
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다른 행위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상기한 스타일러스는 디지타이저와 함께 예를 들면 완전한 마
우스 에뮬레이션(full mouse emulation)을 지원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마우스 에뮬레이션 응용에 있어서 스타일러스가
FPD 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한 마우스 커서는 스타일러스 위치를 따라서 가게 된다. 스크린을 터치하는 것은 마우스의
왼쪽 클릭을 하는 것과 같고 스타일러스 상에 배치된 스위치는 오른쪽 클릭 동작에 해당하게 된다. 전체적(full) 또는 부분
적인 형태의 마우스 에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상이한 실시예들로써 지우기(Eraser), 색깔 바꿈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부가
적인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타이저는 RS232와 같은 시리얼 링크를 이용하여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디지타이저는 USB 또는 다른 형태의 통신방식을 통해 통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디지타이저는 적외선, 초음파 또는 RF 방식에 기초하는 무선 링크를 이용하여 호스트와 통신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 장치는 그 자신의 CPU를 갖는 독립형 컴퓨터 시스템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한 이동 장치는 단지 시스템의 일부이어도 좋은데, 예를 들면 그것은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무선 이동 스크린일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한 디지타이저는 표준형 데스크톱 컴퓨터와 함께 사용된다. 스크린으로 조립된 디지타이저가
공장 바닥과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의 컴퓨터들을 위해 특히 유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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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지타이저는 FPD 스크린의 상부에 호스트 컴퓨터로 일체화된다. 부가적인 실시예에 있
어서 투명 디지타이저는 기존의 스크린의 상부에 배치되는 부속품(악세소리)으로서 제공되어도 좋다. 그러한 구성은 매우
많은 수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랩톱 컴퓨터에 대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기존의 랩톱 컴퓨터를 손으
로 쓴 필기체, 페인팅, 또는 투명 디지타이저에 의해 실현가능한 어떠한 다른 작동을 지원하는 강력한 장치로 변환하기 위
한 부속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지타이저는 단일 스타일러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은 같은 스크린 상에서
동시에 동작하는 둘 이상의 스타일러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한 구성은 둘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한 종
이와 같은 스크린에 아마도 동시에 그리거나 쓰는 것을 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응용에 대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실시
예들은 둘 이상의 물체가 검출되기를 요구하는, 예를 들면 복수의 조작 도구들을 구비하는 게임들과 같은 응용에 또한 유
용할 것이다. 그러한 게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면, 특별한 게임을 위한 게임 보드를 나타낼 수도 있다. 물리적
물체들은 토큰(token), 게임 도구, 장난감 같은 것, 시뮬레이션 화상, 그리고 디스플레이 될 게임에 의해 요구되는 유사한
것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투명 스크린 상에서 게임하는 것을 지원하는 장치는 "가마롱"의 미국특허출원 제09/
628,334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참고로 본 출원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조작 도구(playing piece)는 다른
공명주파수에 의해 구별된다.

  엔-트릭(N-trig)의 미국 가특허출원 제60/333,770호는 스크린 상에서 손가락 터치의 검출을 위한 압력 감지 스트립
(stripe)들과 스타일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투명 전자기 센서의 조합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또한 참고로서 본 출원
에 포함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그러한 압력 감지 스트립들은 마찬가지로 전자기 포일(foil)에 결합된
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자기 감지는 사용되는 센싱의 유일한 형태이며, 그리고 압력 감지형 스트립이 없이 이루어
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타이저는,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듯이, 투명 스크린 상에 배치되는 한 셋의 투명 포일
(박편)들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그러나 어떤 실시예들은 다른 종류의 투명 또는 비-투명 센서를 이용하여 구현되어도 좋
다. 투명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 실시예의 일례는 'Write Pad' 장치인데, 이것은 보통의 종이 아래에 놓여지는 얇은 디지
타이저이다. 사용자는 실제의 잉크를 전자기적 기능과 결합하는 스타일러스를 이용하여 종이 위에 기록한다. 사용자가 보
통의 종이 위에 기록하면, 입력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로 동시에 전송되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분석하게 된다. 종이가
얇다는 것을 전제하면, 스크린 두께의 시차(parallax)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더욱이, 개재하는 전
자부품들로 인한 노이즈 효과도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이 비-투명 센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가적인 예는 전자 오락기용 보드이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
디지타이저는 보드의 그래픽 이미지 아래에 장착되고 그 보드의 상부에 배치된 게임 화상(figure)들의 위치와 신분
(identity)을 검출한다. 이 경우의 그래픽 이미지는 정적(static)이지만, 그것은 다른 게임으로 전환할 때와 같이 때때로 수
동식으로 교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비-투명 센서는 FPD의 후면으로 일체화되어도 좋다. 이러한 구성의 일례는
FPD 디스플레이를 구비하는 전자 오락기이다. 이 장치는 디지타이저가 게임용 화상의 위치와 신분을 검출하는 도중에 게
임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페인팅 및/또는 쓰기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상기한 디지타이저는 하
나 또는 다수의 스타일러스를 검출하기 위해 요구될 수도 있다. 수많은 경우에서, FPD를 구비한 비-투명 센서의 구성은
어플리케이션에 고성능이 그리 중요치 않을 때 충족할 수도 있다.

  총괄 설명(General)

  이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록도인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디지타이저 장치는 디스플레이 스
크린 호스트 장치(10)에 적용된다. 디지타이저 장치는 그리드에 기초한 센서(12)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투명하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또한 FPD(14)의 상부에 위치한다. 아날로그 전단부 ASIC(16)들이 바람직하게는 센서의 프레임 상에 장착
된다. 상기 ASIC은 바람직하게는 다음에 더 상세하게 기술되는 것과 같은 그리드로 된 여러 가지의 전도체들의 출력에 연
결된다. 각각의 전단부(front-end)는 센서 도체에 의해 출력되는 매우 낮은 진폭의 신호들을 수신한다. 투명한 센서 도체
는 상대적으로 높은 저항성을 가져서 출력신호의 진폭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한 ASIC(16)은
신호를 증폭하고, 부적절한 주파수들을 식별해 걸러내며, 출력을 디지털 형태로 샘플링하고, 샘플화 된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18)로 전송하여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20)에서 후속처리를 하도록 구성한다.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20)은 다양한 디
지털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수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것은 다음에서 더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상기 유닛(20)에 의해 수행
되는 디지털 프로세싱의 결과는 바람직하게는 하나 또는 다수의 물리적 물체들의 위치, 전형적으로는 스타일러스의 위치
에 해당하고, 그 결과는 일단 결정되면 인터페이스(24)를 통해 호스트(22)로 전송되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어떤 현존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프로세싱을 받게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한 디지털 유닛은 간단한 직렬 인터페이
스를 통해 호스트와 통신을 행한다. 여기서 USB와 같은 부가적인 인터페이스들도 이용 가능하다.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20)의 부가적인 임무는 센서 배열장치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에워싸는 여기 코일(26)에 제공될
트리거링 펄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 코일은 후속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스타일러스로부터 응답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 스타일러스의 패시브 회로를 여기하는 트리거 펄스를 제공한다.

  지금부터 스타일러스, 센서들 및 여기 코일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인 도 2를 참조하면서, 상기한 실시예들의 일반적
인 동작원리를 설명한다. 도 1에 나타낸 것과 동일한 요소들은 동일한 인용기호가 부여되고, 본 도면에 대한 이해를 위하
여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 트리거링 펄스 30이 센서를 에워싸고 있는 여기 코일(26)에 제공된
다. 스타일러스(32)는 공명 회로(34)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공진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여기 코일에 의해 트리거
된다. 이 공진 주파수에서 회로는 여기 펄스의 끝부분에서부터 연속하여 그 다음에 안정상태로 소멸하는 진동들을 발생시
킨다. 이러한 소멸하는 진동들은 전도체의 매트릭스 또는 그리드(12)를 포함하는 센서장치에 의해 감지된다. 상기 센서장
치에서 획득되어 도 1의 전단 유닛으로 출력되는 수직 및 수평 신호들로부터 아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정확한 스타일
러스의 위치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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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이하 센서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예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인 도 3을 참조하여 기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바
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센서 장치는 도전 라인들로 이루어진 그리드(12)를 포함한다. 이 그리드는 바람직하게는 폴리에
스터 열가소성(PET) 포일(40) 상에 패턴화 된 전도성 폴리머들을 포함한다. 상기 그리드는 바람직하게는 PET 층(40)에
의해 서로 전기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분리된 층들(42 및 44)을 포함한다. 그 층들(42) 중의 하나는 일 방향으로 배열된 평
행한 도체들로 이루어진 한 세트를 포함한다. 다른 층(44)은 상기 제1 층에 대해서 직각방향의 평행한 도체들로 이루어진
한 세트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평행한 도체들은 직선의 안테나 라인들이며, 이것들은 일단에서는 아날로그 증폭기에 타
단에서는 높은 값의 저항을 통해 공통 접지단에 연결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도체 쌍들은 서로 단락(short)되어
도전 코일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루프의 일 측면은 아날로그 증폭기에 접속되고 타 측면은 공통
접지단에 접속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루프의 경우에 루프의 양 측면은 차동 증폭기의 두 입력단에 접속되어도 좋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한 센서는 FPD의 상부에 장착되도록 투명 전도성 물질을 이용하여 패턴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재료의 사용은 센서의 투명도를 가능한 한 최대로 만들기 위함이다. 사용자는 통상 스크린에 대하여 방해되지 않는
시야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성 및 비-전도성 센서 영역들 사이에 시각적인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ET 포일 상에 유기 전도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유연하고, 취급하기 용이하고, 다른 이용 가능한 해
결방법에 비교하여 전도성 및 비-전도성 영역들 간의 시각적인 차이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으로서 선호된다. 그러나 어떤
응용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투명 전도성 물질을 사용하는 구현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다. 대안으로서의 선택은, 예를 들면, 반도체를 베이스로 한 인듐 주석 산화물(indium tin oxide: ITO)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도전 라인들의 저항은 비교적 높게 되는데 하나의 라인에 대해 100 KOhm을 초과한다. 일반
적으로 투명 전도체의 저항이 더 높게 될 수록 물질의 투명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레벨의 센서 그리드의 저항으로써 구현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한 센서는 통상적으로 투명
하지 않은 저저항의 전도체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전도체들을 박막에 인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1 실시예에서는 투명 센서의 패턴화는 도전성으로 만들려고 하
는 영역에 전도성 물질을 인쇄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전도성 물질이 박막에 프린트됨으로써 구현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
어서는 박막 상에 전도성 물질의 연속적인 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 전도성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 영역들로부터 전도성 물
질들을 제거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술한 방법들 모두는 제조하기에 적합하지만,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전도
체들 간의 실제적으로 무한성의 저항이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한정된 누설 도전성이 전도체들 간에 남아있는데, 이는 에
칭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 방법에 있어서의 단점은 전도성 및 비-전도성 영역들 간의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한 시차
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도성 및 비-전도성 센서 영역들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그리드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체 영역이 전처럼 전도성 물질로 코팅되며 그 다음 비-전도성 영역이 패시베이션
(passivation) 되는데, 말하자면 이들은 저항을 증가시키도록 처리된다. 동일한 층들이 박막 전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전도성 영역과 비-전도성 영역들 간의 시차가 최소화된다.

  상술한 공정을 이용하고, 전도층을 형성한 후에 선택적으로 저항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서의 하나의 단점은 고저항이
생성되는 반면에 절연체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공정은 패턴화가 된 라인들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생 인덕
턴스 및 누설전류로 귀착된다. 패시베이션 공정 중의 파라미터들을 주의 깊게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전도성 폴리머가 도포되고 그 다음 패시베이트 되는 그러한 실시예를 고려하면, 전도성 폴리머로 도포된 박막은 후속하
여 전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영역들, 즉 도전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역들에 있어서 보호 코팅으로 도포되게끔 처리한다.
상기한 코팅은 많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스크린 프린팅, 포토리토그라피(photo-lithography) 기법 등으로 제공될 수 있
다. 보호막 또는 마스킹 층을 갖는 박막은 그 다음 세정(rinsing) 동안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회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물로써 헹굼이 이루어진다. 헹굼 공정 후에는 소정의 염소 농도, PH, 온도 및 시간에서 하이포아염소산염(hypochlorite)의
용액을 함유한 욕(bath)에 침적되는데, 이는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 명백할 것이다. 상기 파라미터들은 전도성 및 비-
전도성 라인들 간의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진 정확한 저항성으로 소정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인자이며, 당
해 전문가라면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포아염소산염
(hypochlorite) 욕의 공정 후에는 박막은 즉시 염소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증류수 욕(bath)들을 통과하도록 한다. 최종
적으로 박막은 오븐에서 건조된다.

  예를 들면, 상기한 하이포아염소산염의 농도는 0.1%이고, 침적 시간은 45초이었으며, 온도는 25도이었다. 세 개의 증류
수 용조가 사용되었고, 건조는 50도에서 3분 동안 수행되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도전체는 1mm의 폭을 갖는 직선 라인이며, 균일하게 4mm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다. 그러나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크기와 간격이 사용될 수도 있다. 라인들 간의 간격이 더 크게 선택되어 도전체들의 전체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자회로의 복잡성을 경감하고, 그럼으로써 시스템의 가격을 줄이고 또한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
면에 더 작은 간격으로 형성되어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도록 선택될 수도 있다. 더 넓은 라인 폭이 선택됨으로써 해상도
를 떨어뜨리더라도 도전성 라인의 저항을 줄이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특정한 라인에 의해 수신된 신호의 크기는 그 라인의 저항에 의존하며, 스타일러스의 위치는 전체적인 그리드에 의해 수
신되는 신호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 있어서, 임의의 포일의 평행 도전체들의 저항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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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대략 5%의 오차범위까지는 인정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는 라인 임피던스들 간
에 다양한 차이를 갖도록, 즉 다시 말하면, 더 큰 오차범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예를 들면 제조 코스트를 줄이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리상 그러한 비-균일성은 더 낮은 위치설정의 정확도를 초래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그
러나 소정의 포일의 제조에 후속하여, 전도체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되고 다른 전도체들 간에 측정된 어떠한 차이에 대해서
도 교정(calibration)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된다. 그럼으로써 상기 시스템은 제조 공정의 허용오차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보상하게 된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동적인 생성 방법은 여기 코일을 사용하여 센서에 공통 신호를 제공하는 과정과 그 다음
전도체 각각에 의해 수신된 신호들의 크기를 측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전도체 각각의 신호들은 영의 허용오
차(zero tolerance)에서 기대되는 하나의 값에 비교되고 그 차이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코드로 등록된다.

  감지(센서) 장치의 구성의 문제로 되돌아가면,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 센서는 세 개의 독립된 층들을 이용하여 구성되고,
이들은 세 개의 다른 포일들 상에 구현된다. 도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층들(42, 44)이 센서 그리드를 위해 사용
되는데, 그 중 하나는 x-축 전도체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y-축의 전도체들을 위한 것이며, 도면에서 46으로 도시
된 제3의 층은 하드 코팅 및 반사 보호용 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3층 구조의 실시예의 장점으로서는 전체
적인 단순성 및 부가적으로는 재고품(off-the-shelf) 부품들을 이용하여 센서를 구축하는 능력 등이 있다. 그러한 접근방
식의 단점으로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정면에 세 개의 분리된 포일(박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체적 투
명도를 얻는다는 점이다.

  이제 상기 감지 장치가 단일 포일을 사용하여 구축됨으로써 전체적인 투명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다른 실시예가 기술된
다. 단일 포일로 이루어진 구성을 도시하는 도 4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에서 폴리에스터 PET 포일(50)은 그의
하부 측면 상에는 수평 전도체들(52)이 그리고 그의 상부 측면 상에는 수직 전도체들(54)이 패턴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부
측면은 적합한 코팅물질로 도포 및/또는 처리되어 하드 코팅 층(56)을 형성하게 되고, 하부 측면은 집적 또는 선적시의 손
상을 피하도록 보호층(58)에 의해 도포된다.

  당해 전문가라면 두 개의 포일들 상에 기초한 실시예들과 같은 부가적인 구현방법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그리드는 폴리에스터 PET 포일들 상에 패턴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
서는, 상기 그리드 또는 그것의 일부, 또는 그 층들 중의 어떤 것은 유리나 반도체와 같은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 포일에 대해 패턴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한 센서는 PCB 또는 어떤 종류의 유연성(flexible) 회로로부터 구성된 비-투명 프레
임에 의해 둘러싸인다. 상기 프레임은 바람직하게는 다음의 요소들에 대해 호스트 역할을 한다: 전단(front-end) 아날로그
요소들, 그리드를 전단에 접속하기 위한 전도체들, 전단을 디지털 프로세싱 회로부에 접속하는 전도체들, 및 여기 코일.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투명 전도체는 수직형(Z) 도전성 접착제(glue)를 이용하여 프레임에 연결된다. 이러한 수직형
도전성 접착제의 일례는 3M 사에 의해 제조된 제품번호 9703호가 있다. 프레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접착을 위하여 상기
투명 전도체의 모서리 부분에 은(silver)으로 된 패드가 프린트되어도 좋다.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는 이러한 은 패드들
을 피하고 포일이 둘러싼 프레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한 전단 요소들이 투명 포일 상에 직접 장착된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전단 요소에 대한 그리
고 그로부터의 전도체들은 투명 전도성 물질에 적용된 패턴에 의해서 또는 은과 같은 상이한 물질을 포일에 프린트함으로
써 구현되어도 좋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은 케이블을 통해 센서에 연결된 분리된 기판을 포함한다. 또한 부가
적인 실시예에서는 상기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의 크기는 센서 프레임 상에 또는 포일의 모서리 상에도 장착되도록 축소된
다.

  전단(Front-end)

  이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전단(front-end) 유닛(16)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록도
인 도 5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상기 전단 유닛(16)은 일련의 차동증폭기들(60.1 내지 60.n)을 포함한다. 차동 증폭기들은
스위치들(62.1 내지 62.m)에 그룹으로 연결된다. 상기 스위치들은 연결된 증폭기들 중의 하나로부터 다음 단으로 신호들
을 전달한다. 또한 상기 스위치들은 차례로 필터와 증폭회로(64.1 내지 64.m), 그리고 A/D 컨버터들(66.1 내지 66.m)에
연결된다. 상기 A/D 컨버터들은 출력 버퍼(68)에 연결되고, 이것은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을 위한 최종적인 출력 신호를 생
성한다.

  각각의 차동증폭기들(60.1 내지 60.n)은 바람직하게는 그의 차동 입력단 각각을 통해 그리드의 센서들 중의 다른 하나에
연결된다. 이하에서 기술되듯이, 하나의 차동증폭기에 접속된 두개의 센서들은 바람직하게는 인접하는 센서들이 아니다.
각각의 센서 신호들은 따라서 두 센서들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신호들로 변환된다. 그러한 차동 신호는 증폭되어 스위치
(62)에 전달된다. 각각의 스위치는 네 개의 증폭기들 사이에 접속되어 후속하여 처리될 네 개의 이용 가능한 증폭기 입력
들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상기 선택된 신호는 증폭되어 필터 및 증폭기(64)에 의해 필터링 되어, 그 다음 A/D 컨버터(66)
에 의해 샘플링 된다. 디지털화 된 샘플 값은 그 다음 버퍼(68)에 전송되어 프로세싱 유닛으로 보내진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한 전단부(front-end)는 전용의 ASIC에 의해 구현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전단부는 재고품(off-the-shelf: OTS) 부품들의 조합으로부터 구성될 수도 있다.

  예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전단부 ASIC는 두 개의 동일한 채널들을 구비하며, 그 각각은 네 개의 차동 입
력단들을 처리하며, 따라서 도면들의 참조기호에 있어서 n = 8 및 m = 2이다. 그러한 ASIC은 두 개의 A/D 컨버터들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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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필터 및 증폭기 유닛과, 두 개의 스위치들 및 8개의 차동 증폭기를 구비한다. 대안적인 실시예들은 물론 다른 ASIC
구성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수의 채널들이 각각의 IC에 배열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수의 입력단들이 스위치들 각
각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스위치는 모두 없이 구성되도록 할 수도 있고 차동증폭기들은 각각의 A/D 컨
버터에 직접 연결되어도 좋다. 그러한 구성의 장점은 동시에 모든 입력 라인들을 샘플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러나 이것은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완전히 동시적인 샘플링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유용한데, 이것은 모든 입
력들이 각각의 여기 펄스에서 샘플링 됨으로써 하나의 검출당 단지 하나의 여기 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입력
들이 동시적으로 샘플링 되는 전술한 실시예의 중대한 단점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하나의 실시예에서 스위치(62)는 필터 및 증폭기(64) 앞단에 배치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분의 구성요소에 대
해 절약을 하게 된다. 특히, 상기한 필터 및 증폭기(64)의 전면에 스위치(62)의 재배치는 필요한 필터의 전체 수를 8에서 2
로 줄이게 된다. 그러한 구성은 이력들 사이에 빠른 스위칭 동작을 방지하는데, 그 이유는 상기 필터는 상대적으로 긴 셋업
(setup)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62)는 필터 및 증폭기(64)의 후단에 배
치되어 상기 필터 및 증폭기(64)가 차동증폭기(60)에 근접하게 위치한다. 그러한 경우, 차동증폭기(60) 하나당 하나의 필
터(64)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구성은 입력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빠른 스위칭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
러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입력이 동시에 샘플링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straightforward) 샘플링 과정에 의해 요구되는
것보다 여러 배 더 높은 샘플링 율(레이트)를 갖는 A/D 컨버터를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도 6을 참조하여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도면은 차동증폭기에 그리드의 각각의 센서들을 연결하기 위한 구성을
나타낸다. 이전의 도면들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동일 요소들은 동일한 참조기호가 주어지며, 현재의 도면에 대한 더 용이
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시 기술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구성에 있어서, 가깝지만 서로 바로 인접하
지는 않게 배치되어 있는 두 개의 센서 라인들(71 및 73)이 선택된다. 그 다음 이들 둘 중의 하나는 차동증폭기(77)의 양의
입력단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차동증폭기의 음의 입력단에 연결된다. 상기 증폭기는 따라서 두 개의 센서 라인
신호들 사이의 차이를 증폭한 것에 상당하는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의 두 개의 센서 라인들 중의 하
나에 스타일러스를 구비하는 증폭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폭의 출력을 생성할 것이다. 그러한 차동형 구성의 주요한 이점
은 그의 고유한 노이즈 감소이다. 만일 쌍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라인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가깝게 놓여있다면, 양쪽의 라
인들은 모두 동일한 기생 노이즈와 기타 효과를 감지할 것이며, 그의 입력을 차감하도록 동작하는 차동증폭기는 따라서 그
러한 어떤 입력도 제거할 것이다. 같은 증폭기에 연결되도록 선택되는 두 개의 입력 라인들은 바람직하게는 서로 너무 가
깝게 배치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스타일러스 신호와 같은 실제의 입력 신호는 양쪽의 라인들에 의해 감지되
어 차동증폭기에 의해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배열구조에 있어서 같은 차동증폭기에 연결되는 라인들 간
의 물리적인 거리는 스타일러스 전송의 유효 범위보다 다소 더 크게 된다.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은 차후에 상기 증폭기의
두 개의 입력들 중의 어느 것이 실제적으로 신호를 수신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샘플링이 된 신호의 위상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상기 위상이 양의 값이라면, 스타일러스는 증폭기의 양의 입력단에 연결된 라인에 아마도 바로 다음에 놓여있
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차동형 증폭기 대신에 통상의 증폭기가 사용되어도 좋다. 그러한 경우에 센서 라인은 통
상의 증폭기들의 단일한 입력단에 접속된다.

  또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센서 라인들은 그리드로서 배열된 직선형 라인들보다는 루프와 같은 패턴으로 형성되
어도 좋다. 그러한 경우에 루프의 일단은 통상적인 증폭기에 연결되고 타단은 통상의 접지부에 접속된다. 대안으로서 하나
의 루프의 두 개의 단부들은 차동형 증폭기의 양극 및 음극 연결부들에 접속되어도 좋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센서 라인들은 차동증폭기들의 입력단들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대안으로서는 상
기 라인들은 입력단에서 때때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큰 노이즈 레벨로 인한 입력단 증폭기의 포화상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하게는 패시브형의 필터들을 경유해 접속되어도 좋다.

  도 7을 참조하여 이제 또 다른 실시예가 설명되는데, 도 7은 도 6의 구성에 대한 일종의 변형을 도시하는 개요적인 도면
이다. 도 6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동일한 요소들은 동일한 인용기호가 주어지며, 현재의 도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
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다시 기술되지는 않는다. 도 7에 대한 변형에서 차동증폭기(77)에 대한 입력단 각각은 두 개
의 연관되지 않는 센서 라인들에 접속된다. 따라서 양쪽의 센서 라인들(72 및 75)은 차동증폭기(77)의 동일한 양의 입력단
에 접속된다. 스타일러스(78)는 센서 라인 번호 2 바로 다음에 배치되어 라인 번호 2와 그의 이웃 번호인 71 및 73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신호를 전송한다. 디지털 유닛은 차동증폭기(77)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지만 초기에는 신호원이 라인 72 아
니면 75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하는 신호들은 또한 라인들 74 및 76이 아니라 라인들 71 및 73으로 추적될 수 있
기 때문에 상기한 디지털 유닛은 신호의 정확한 소스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바람직하게는 이웃 센서들은 차
동증폭기들에 연결된다. 더욱이, 동일 입력에 접속된 어떤 두 개의 센서들의 이웃들은 해당하는 입력들에는 접속되지 않아
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이동 장치들에 특히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에
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전단부(front-end) 요소들은 차단 입력명령을 포함하는
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에너지 소비성 칩의 동작을 차단하게 된다.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은 상기 전단부가 필요치 않게 되
자마자 차단 입력명령을 활성화시킨다. 그러한 동작은 상대적으로 높은 율로 정기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다.

  디지털 유닛(digital unit)

  이제 도 8을 참조하여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도 8은 도 1의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20)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전단부 인터페이스(80)는 여러 가지의 전단부 유닛들(16)로부터 샘플링 된 신호들의 직렬
형 입력을 수신하고 그 입력들을 병렬형 표현으로 배열한다. 상기한 병렬형 표현은 DSP(82)에 전달되고, 그것은 샘플링
된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한 스타일러스와 같은 물리적 물체들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계산한다. 상기
계산된 위치는 그 다음 링크, 바람직하게는 시리얼 링크(84)를 통해서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된다. DSP(84)를 동작시키기
위한 코드는 바람직하게는 플래시 메모리(86)에 저장되고 샘플링 된 데이터는 RAM(88)에 저장된다. 여기 코일에 전송될
여기 펄스들은 DSP(84)에 의해 생성되고, 그 다음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을 위해 유닛(90)에 의해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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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유닛은 전용의 ASIC에 의해 구현되며, 이것은 바람직하게는 센서 프레임 또는 포
일 모서리(에지)에 장착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디지털 유닛은 OTS(재고품) 요소들로부터 구성될 수도 있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DSP 코어는 전술한 디지털 유닛을 제공한다. 이러한 DSP 코어는 신호처리를 위해 주문형으
로 만들어지며, 높은 업데이트 레이트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두 개 이상의 물체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다. 가격에 더
민감하고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다른 실시예에서는 DSP 대신에 디지털 유닛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더 저렴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선택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DSP 오퍼레이팅 코드는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업데이트 하기에 용이하
고, 따라서 나중의 개량사항이 합체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만일 업데이트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다면, 더 저렴한 가격의
ROM 메모리가 코드를 저장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DSP는 시리얼 링크(84)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USB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USB 인터페이스는 악세소리 타입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즉 기존의 스크린에 대한 기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USB는 본 실시예의 위치 검출 장
치에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USB는 따라서 접속 형태의 자연스런 선택사항이다. 만일 USB 인터
페이스가 구현된다면, USB 인터페이스 구성요소가 호스트와의 통신처리를 위해 디지털 유닛(20)에 추가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스타일러스(Stylus)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즉 어떤 내부 전원도 없고 어떤 와이어 연결도 없는 스타일러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스타일러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센서를 에워싸는 외부 여기 코일(26)이 제공됨으
로써 스타일러스 공명 회로에 전압을 인가한다. 이러한 외부 여기의 장점은 그것이 스타일러스의 동기를 본래로부터 디지
타이저에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는 양자의 요소들이 여기 펄스의 타이밍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스
타일러스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전력이 제공되어도 좋다.

  패시브형 스타일러스에서 외부 여기 코일로부터의 에너지는 스타일러스 내의 수신 코일에서 전류를 유기하게 된다. 외부
여기와 스타일러스 간의 에너지 전이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기 수신 코일은 바람직하게는 페라이트(ferrite) 코어를 포함한
다. 그러나 부가적인 실시예에서는 공기 코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수신 코일 또는 다른 형태의 코어를 갖는 코일들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수신 코일은 바람직하게는 스타일러스 내에서 공명 회로의 일부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COG 캐패시터가 선택되어 스타일러스의 공명회로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한 커패시터들의
장점은 온도의 변화와 양호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낮은 감수성인데, 그 중 후자는 높은 Q 팩터를 위해 중요하고, 전자는 안
정된 공명 주파수를 위해 중요하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특히 성능의 저하가 용인되고 가격이 중요하게 될 때에는 다른
형태의 커패시터들이 사용되어도 좋다.

  이제 도 9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타일러스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에 대하여 설명한
다. 스타일러스(100)는 공진회로(102)와 팁(106)을 정의하는 프레임(104)을 포함한다. 여기(excitation) 시에 공진회로
(102)는 그의 공진주파수에서 진동을 일으킨다. 공진회로(102)의 일측은 스타일러스 팁(106)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이
것은 바람직하게는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진다. 상기 공진회로의 타측은 프레임(10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마
찬가지로 전도성 물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시차(parallax)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타일러스 팁에 가능한 한 가까
운 위치에 있는 스타일러스로부터 위치 지시 응답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9는 그러한 근접성을 제공하는 바
람직한 방법을 예시한다. 공진회로 진동에 동기화 된 전기장(108)은 팁(106)과 프레임(104) 사이에 위치한 갭(110)에 형
성된다. 상기 갭과 결과적인 전기장의 기하학적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전기장 소스는 실질적으로 스타일러스 팁에 근
접해 있다.

  이제 도 10을 참조하여 도 9의 스타일러스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를 나타내는 도면에 관하여 설명된다. 공진회로(120)
는 기본 공진부(122)와 변형부(variation section)(124)를 포함한다. 상기 기본 공진부는 인덕터(126)와 커패시터(128)를
포함하고, 스타일러스에 대해 선택된 기본 공진주파수로 진동하도록 여기된다. 상기 스타일러스는 터치 스위치(130)와 오
른쪽 클릭 스위치(132)를 더 포함한다. 상기 스타일러스 팁(134)은 전기장의 형성을 위한 이전에 기술된 것과 같은 갭을
구비한다. 더욱이, 상기 팁은 그것이 스크린과 접촉할 때 감지하도록 설계된다. 상기 스크린이 접촉될 때 그것은 터치 스위
치(130)를 닫히게 함으로써 커패시턴스 128에 평행한 부가적인 커패시턴스 136을 기본 공진회로에 추가하게 된다. 유효
커패시턴스는 따라서 (C1 + C2)가 되고, 공진주파수는 변화한다. 따라서 시그널 프로세싱 유닛(20)은 스타일러스가 실제
적으로 스크린과 접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한 어플리케이션은 응용은 예를 들면 스크린 상
에서 스타일러스의 터치를 마우스 상의 왼쪽 클릭과 같은 것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압력이 오른쪽 클릭 스위치(132)를 닫도록 이용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커패시터(128)와 평행으로 커패시터
(138)을 연결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스위치는 유효 커패시턴스를 (C1 + C3)가 되도록 변화시키고 다시 공진주파수를 변
화시킨다. 디지털 유닛은 주파수의 변화를 검출하고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오른쪽 클릭을 그에 따라 해석한다. 만일 양쪽의
스위치들(130 및 132)이 동시에 닫히게 된다면, 네 번째 주파수가 커패시턴스 (C1 + C2 +C3)에 동등한 디지털 유닛에
의해 검출된다. 상기 시스템은 네 번째 주파수를 동시적인 왼쪽 및 오른쪽 클릭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술한 실시예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네 개의 상이한 주파수들로 여기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한 수신 알고리
즘에 있어서 네 개의 분리된 주파수들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그에 의하여 CPU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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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방법은 또한 기계적인 터치 스위치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공진회로의 경로에 배치되며, 그에 따라서 상
대적으로 높은 전류를 통과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수기(핸드라이팅)에 대하여 자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스타일러스
터치 스위치는 민감하게 따라서 매우 낮은 압력 하에서도 닫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낮은 작용력을 갖는 기구
적인 스위치는 안정되고 신뢰할만한 접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제 도 9의 스타일러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회로도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도면인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공진회로
는 인덕터(143) 및 커패시터(144)를 포함하고, 이들은 소정의 공진주파수에서 발진하도록 여기된다. 상기 공진 진동은 변
조기(146)에 제공되고, 그것은 전자장치 요소들에는 전원 공급기로서 그리고 변조를 위해서는 소스 신호로서의 양자의 역
할을 하게 된다. 상기 변조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입력들에 의해 공급되는데, 즉 스타일러스의 팁이 표면을 터치하는지
를 지시하는 팁(Tip) 터치 스위치(148)와, 사용자가 오른쪽 클릭 버튼을 눌렸는가를 지시하는 오른쪽 클릭 스위치(150)와,
그리고 상기한 스타일러스의 후방이 표면을 터치하고 있는가를 지시하는 후방 터치 스위치(152)이다. 그 중 후자는, 예를
들면, 스타일러스를 지우개(eraser)로서 사용하는 목적을 위해 유용할 것이다. 스위치들 중의 어떤 것의 정상 상태는 닫히
거나 열린 상태로 있어도 좋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팁 터치 스위치(148)는 터치 상태가 아닐 때 닫히
고 터치 상태일 때 열리도록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정상상태에서 닫히는 상태가 선호되는
데, 이는 표면과 접촉함에 있어 이동 중의 반사현상(bouncing)을 피하기 위함이다.

  변조된 신호들 중의 하나는 스타일러스의 전방 팁(154)에 제공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위치는 쓰기(라이팅) 및 포
인팅과 같은 행위들 도중에 결정될 수도 있다. 다른 신호는 스타일러스 후방부분(156)에 제공되어, 스타일러스 위치는 지
우기(erasing)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검출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스타일러스 후방이 사용되어도 좋다. 변조에 부가하여
변조기(146)는 출력을 OFF로 스위칭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은 상기 후방 스위치가 터치를 나타내지 않을 때 후방
신호를 OFF로 절환해도 좋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타일러스 상태, 즉 호버링(그대로 머물러 있기),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중의 어느 하나가
변조기(146)에 의해 안내되는 변조 기능에 의해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조기는 여기 펄스의 끝부분과 스타
일러스 신호의 시작부분과의 사이의 가변적인 시간지연을 안내할 수도 있다. 예시적인 변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왼쪽
클릭에 대한 지연 없음(즉, 스타일러스가 표면을 터치함), 터치하지 않을 때 하나의 진동의 지연(즉, 호버링(hovering)), 오
른쪽 클릭에 대한 두 개의 진동의 지연, 및 지우기(이레이즈)를 위한 세 개의 진동의 지연.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다른 변조 유형들이 스타일러스 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지연 대신에 사용된다. 적절한 변조 형
태로는 위상천이(phase shift keying: PSK), 진폭변조(ASK), 주파수 천이(FSK) 등이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변조기는 모드 그 자체의 진행 도중이 아니라 모드들 간에 스위칭을 할 때, 미리 정해
진 양의 시간동안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일례는 '호버링'에서 터치로 스위칭할 때(왼쪽 클릭 하향) 하나의
여기 사이클 동안 팁 전송을 중단하는 것, 터치에서 호버링으로 스위칭할 때(왼쪽 클릭 상향) 두 개의 사이클 동안 중단하
는 것 등등이다.

  따라서 상기한 바람직한 실시예는 그의 모드를 나타낼 수 있지만 단지 단일한 주파수의 여기와 검출을 필요로 하는 스타
일러스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 및 다른 자원을 절감하게 된다.

  전술한 실시예들 중의 어느 것에도 적용이 가능한 또 다른 변형에 있어서, 상이한 갭의 기하학적 배열은 스타일러스의 후
방과 팁에 대하여 사용되어도 좋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적절한 기하학적 배열로써 팁 부분에서의 전기장은 기하학적으로
더 약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더 산개되는 후방의 전기장보다 더 적은 센서 라인들에 의해 감지된다. 상기 디지털 프로세
싱 유닛은 전기장 크기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이를 검출해도 무방하고 스타일러스의 어느 측면이 표면을 터치하고 있는가
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알고리즘(Algorithm)

  일반

  이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본적인 듀티 사이클을 기술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파형의 개략적인 그래프 묘
사를 나타내는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사이클은 동일한 지속시간일 필요는 없는 시간주기 t0...t4로 분할된다. 상기 사

이클은 t0에서 t1로 지속하는 여기 펄스(260)의 방출과 함께 시작된다. 상기 여기 펄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유닛

(20)에 의해 생성되고 센서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코일(26)에 의해 전달된다. 상기 펄스는 센서 라인 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호들을 구동시키고, 이것은 검출용 전자장치들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필터 진동과 같은 포화 및 다른 효과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한 나쁜 효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단부에서 다양한 검출 채널들이 펄스의 지속기간 동안 블랭크 상태로 만들어
진다. 바람직하게는 t0에서 시작하여 t2의 시작부분에서 종결하는 블랭크 기간(162)이 세트된다. 그 다음 시스템은 전단부

필터들이 준비 상태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소정의 기간을 대기한다. 이러한 두 번째 대기 164는 셋업(setup) 기간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의 완료시 전단부 유닛에 있는 검출용 전자장치들은 샘플링 기간 166 동안 입력 신호들을 샘플링하고
전술한 것과 같은 디지털 표현으로 그 신호들을 변환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센서 입력 라인들은 하나의 듀티 사이클 동안 동시에 샘플링 된다. 그러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사이클에서 그러한 전반적인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한 리소스들을 결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샘플링
리소스가 제한되는 그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시스템은 샘플링 사이클을 두 번 또는 그 이상으로 반복할 수도 있는데, 그렇
게 함으로써 각 사이클에 대한 입력들의 일부를 샘플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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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샘플링 율이 안정되어 있고 가장 높은 샘플링 주파수, 즉 나이키스트 율(Nyquist rate)보다
적어도 두 배는 빠르다. 그러나 부가적인 구현수단들에 의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들에 응답하여 또는 특정한 상황에 응답
하여 샘플링 주파수를 변경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유닛은 샘플링 주기를 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 샘플링 주기가 더 길
어질수록 신호 대 잡음비(SNR)가 더 양호해지고 이웃하는 주파수 간의 구별능력이 더 커지게 된다. 반면에 샘플링 주기가
더 짧아질수록 에너지와 계산조작을 절약하게 되고 더 빠른 업데이트 율이 가능해진다. 샘플링 주기의 다이내믹한 변경을
이용하여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특정한 상황의 요구조건에 따르는 에너지 소비 및 업데이트 율 간의 최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대안으로는 일정한 샘플링 주기가 제공될 수도 있다.

  최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스타일러스가 스크린 표면과 접촉해 있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업데이트 율이 사용된다. 그러나 스타일러스가 표면을 벗어나자마자 더 낮은 업데이트 율로 충분하게 되고 시스템은
더 늦은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스타일러스의 빠른 동작 중에 업데이트 율이 증가되고 그리고
스타일러스의 위치가 더 안정적으로 될 때에는 감소되어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아날로그 전단 유닛들과 디지털 프로
세싱 유닛 양자는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에너지 절약 모드 또는 대기(스탠드바이) 모드로 전환된다.

  이제 도 13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현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지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플로차트가 설명된다. 시스템이 모든 센서 입력들의 샘플링을 완료하자마자 디지털 유닛
은 물리적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한다. 검출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로 수행되는데,
그 첫 번째는 시간-도메인 알고리즘을 실행하면서 샘플링 된 센서 라인들 중의 각각의 하나를 가로지르는 루프이고, 두 번
째는 주파수-도메인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주파수 인덱스들을 커버하는 루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시간-도메인 작용은 평균과정 S10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상이한 사이클들로부터의 샘
플들은 SNR을 개선하기 위해 평균화 된다. 다음으로, 과정 S20에서 알고리즘은 진동의 지수 함수적 감쇠에 대하여 보상하
게 된다. 그 다음 윈도우 과정 S30이 뒤따르고, 그 후에 샘플링 된 데이터는 과정 S40에서 FFT 또는 DFT를 사용하여 주
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시간 도메인 행위가 모든 센서 라인들에 대해 반복된다.

  시간 도메인 루프의 끝부분에서 시스템은 주파수 도메인 루프로 들어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주파수 도메인 행
위들은 피크 검출과정 S50에서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상기한 알고리즘은 주어진 주파수에서의 신호가 최대치인 위치를
찾아내고, 상기 주파수는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스타일러스에 상응하도록 선택된다. 그 다음, 과정 S60에서, 유효한 피
크가 검출되면, 알고리즘은 관련된 신호들에 보간법(interpolation)을 적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결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소정의 하나의 신호가 다수의 근접한 센서들에 대해 검출되고 그 센서들의 거칠기(granularity)조다 더 큰 정확도로 보
간법에 의해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해상도, 평균화 및 보간법의 문제들은 아래에서 더 상세히 기술된다. 과정 S70에서,
고정적인 에러가 있다면, 예를 들어 안정된 전기적 간섭을 보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에러가 정정되어도 좋다. 최종적으
로 과정 S80에서, 결정된 위치가 이전의 사이클들로부터의 위치들에 기초하여 평탄화(smoothed)될 수도 있다.

  평균화(Averaging)

  가능한 한 최상급의 해상도를 제공한다는 것이 본 실시예의 전반적인 목적이다. 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들
중의 하나는 노이즈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정성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SNR의 향상을 시도한다. SNR을 개선하
는 하나의 방법은 다른 시간대에 취하여진 샘플들 사이의 평균화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균화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율에
있어서의 상응하는 감소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평균화는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특정한 상
황들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안정성 대 업데이트 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디지털 유닛에 의해 다이내믹한 방식으로 관리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평균화는 회피되거나 아니면 정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평균화는 시간 도메인에서 샘플들 그 자체를 평균화함으로써 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계수들을 평균화함으로써
수행될 수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야자의 가능성들은 노이즈를 차폐하는 조건에 있어서 동일한 수학적인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SNR을 개선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 도메인 평균은 변환이 단지 한번만 행하여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는 계산적으로 더 효율적이지만, 시간 도메인은 메모리가 낭비된다. 메모리 용량이 계산적인 능력보다 더 가치가 있
는 실시예들에 있어서는 평균화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실행되어도 좋다.

  감쇠 보상(Decay Compensation)

  전술한 바와 같이, 스타일러스에 의해 방출된 신호는 공진회로 진동이 지수 함수적으로 감쇠하는 동안에 샘플화 된다. 감
쇠하는 신호를 시간 도메인으로부터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 로브(side lobe)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해상도와 관계된다. 근접한 주파수들 사이에 가능한 양호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들에 대한 잘못된 검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은 신호를 반대되는 지
수 함수와 곱함으로써 감쇠를 보상한다.

  공진회로 Q 인수는 감쇠 함수의 지수함수 계수를 드라이브한다. 상기한 Q 인수는 하나의 물리적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까
지 다소 상이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순화를 위해 지수 함수적 보상계수는 Q 인수 평균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적 값이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수동 도는 자동으로 각각의 관련된 물체에 대해 특별히 조정된 다이내믹
보상계수를 활용해도 좋다.

  윈도우(Window)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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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입력 샘플들은 FFT / DFT 변환에 앞서서 해밍(Hamming) 윈도우 계수들에 의해 곱셈이 된다. 결
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로브들은 제거되고 오류성 검출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해밍
(Hamming), 트라이앵글 형,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이한 형태의 윈도우를 사용하거나, 또는 어떠한 부가적인 변형도 없는 간
단한 정방형 윈도우가 사용되기도 한다.

  주파수 도메인으로의 변환(Transform)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 샘플들은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 또는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된다. 상기한 변환의 결과들 사이에 수학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FFT는 많은
수의 주파수들을 처리할 때에 더 효율적이고 DFT는 적은 수의 주파수들을 처리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 디지털 유닛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들의 수에 따라서 FFT와 DFT 간의 동적으로 선택을 한다. 다른 가능
한 방법은 주어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주파수들의 가능한 수에 기초하여 여러 변환들 중의 하나 또는 다른 것을 미리
선택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하나의 스타일러스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초기에 DFT로 설정되
어도 좋다. 예를 들어, 각각의 말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는 장기 게임에서는 FFT로 설정되어도 좋으며, 일반적인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수가 변화함에 따라 두 개의 변환들 사이에서 스위칭 되어도 좋다. 그
러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의 다른 변환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단순화를 위하여, 주어진 주파수에서의 크기 또는 에너지가 주파수 도메인으로의 변환 후
에 물체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력 신호의 위상이 또한 알려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려
진 위상으로 주파수 크기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만일 단지 하나의 주파수가 임의의 시간에서 이용
된다면, 샘플링이 시작하는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신호의 위상은 정확히 주파수 계수들의 실수 또
는 허수 부분에 꼭 들어맞을 것이다. 그러한 조정은 전반적인 계산상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피크 검출(Peak Detection)

  주어진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분리하고 나서, 입력 신호가 최대인 위치에 대한 첫 번째의 개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피
크 검출 단계가 후속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알고리즘은 X 축에서의 최대 크기를 탐색함과 동시에 Y 축에서 최대 크기
를 찾는다. 만일 X 및 Y 양쪽의 최대 크기가 소정의 미리 정해진 문턱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물리적 물체는 두
개의 최대 좌표의 교점 주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보간법(Interpolation)의 사용

  이제 도 14를 참조하여, 세 개의 센싱 라인들 L1, L2 및 L3에 근접하게 배치되어 신호들 M1, M2 및 M3를 각각 생성하
는 스타일러스(170)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도면에 관하여 기술한다. 스타일러스(170)는 센싱 라인들의 어떤 것에도 반대쪽
으로 배치되지는 않지만 차라리 그들 중의 두 개의 사이의 중간 위치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피크 검출에 기초하여 대략
적인 위치를 정하고 나면, 결정된 위치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간법 적용과정이 후속된다. 말하자면, 보간법 과정
의 목적은 감지장치들의 거칠기를 초월하여 물리적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보간
법은 두 개의 입력 라인들로부터 측정된 검출 데이터에 대하여 수행되는데, 그 라인은 이전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과 같은
주어진 축에 대한 최대 크기를 가지며, 또한 이웃 라인은 다음으로 가장 높은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도 14에서 스타일러스
(170은 라인들 L1, L2 및 L3에 바로 그 다음에 배치된다. 상기 라인들은 각각 크기 M1, M2 및 M3의 신호들을 감지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타일러스는 L2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라인들 L2 및 L3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하여
L2(M2)는 가장 높은 신호 크기를 감지하고, L3(M3)는 그 보다 더 낮은 신호 크기를 감지하게 되고, 또한 L1(M1)은 가장
낮은 크기를 감지하게 된다. 상기 알고리즘은 L2를 최대 크기(M2)를 갖는 라인으로서 결정한다. M3는 M1보다 더 크기
때문에 L3는 L2와 함께 보간법 적용과정에 참여하도록 선택된다. L2와 L3 사이의 보간 과정은, 예를 들면, 다음의 수학식
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여기서 X2 및 X3는 X-축 상의 L2 및 L3의 위치를 나타내고, M2 및 M3는 신호 크기이고, 그리고 K는 스타일러스 전기
장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라 정해진 상수이다.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는 다른 보간법 기능들, 다른 보간 알고리즘 또는
많은 수의 보간 과정의 라인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신호를 갖는 세 개의 라인들에 기초한 보간법은 프로
세싱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시키면서도 향상된 위치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에러 보상(Error Compensation)

  에러 보상 과정인 도 13에서의 단계 S70은 FPD 구조 및 형상에 의해 부여되는 것과 같은 정적(static) 전기적 간섭에 의
해 야기되는 시스템적인 에러들을 정정한다. 많은 경우에 전단에 장착된 센서는 이러한 종류의 간섭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따라서 어떤 에러 보상과정도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에러 보상이 유용한 많은 응용예가 있다. 그러한 에
러 정정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은 커스텀화 된 참조(look-up)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조 테이블
은 호스트 컴퓨터 상에서 작동되거나 또는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 내에 구성될 수도 있고, 전형적으로는 이차원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트릭스 셀들은 센서 좌표를 나타내고 셀 내용은 관련된 위치에 대한 이차원의 에러 값이다. 그러한
매트릭스는 일련의 미리 정의된 기지의 위치들을 통해 스타일러스를 이동시키는 로봇 팔 시스템에 의해 제조공정의 마지
막 단계로서 자동적으로 구축되어도 좋으며, 기지의 위치와 실제로 검출된 위치들 간의 차이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동작시, 상기 시스템은 보고된 위치에 가장 가까운 매트릭스 셀에 저장된 에러 값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에러 값에
따라 보고된 위치 주변의 다수의 매트릭스 셀들에 의해 검출된 값을 보간할 수도 있다. 매트릭스는 전술한 센서 라인 허용
오차 보상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그와 조합될 수도 있다.

  평탄화(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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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3의 플로차트 중의 단계 80은 평탄화 과정에 관한 것이다. 평탄화 과정의 목적은 이전의 스타일러스 위치의 경과를
이용하여 스타일러스 이동을 평탄화하기 위함이다. 상기 평탄화 과정은 그래픽 디스플레이 상에 더 스무드한 화상을 표시
하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닌 어떤 임시적인 내지는 정적인 요동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평탄화 과정은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구현된다. 이것은 시스템 드라이버의 전용의 패키지로서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에 제공된 일반적인 지원사항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가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평탄화 과정
은 디지털 유닛(20)에서 수행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평탄화 과정은 이동 패턴으로부터 원치 않는 주파수들을 여과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연속적인 스타일러스 위치들에서 획득된 벡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함으로써, 원치 않는 주파수계수를 영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리고 디스플레이 목적을 위한 시간 도메인으로 되돌림으로써 달성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
은 가장 양호한 곡선에 잘 맞는 필터들 및 그와 유사한 것과 같은 다른 종류의 필터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과거 및 미래의 위치들 모두를 이용하는 평탄화 필터들은 과거 위치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양호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및 미래의 위치 양쪽을 이용하는 것은 아마도 미래의 위치들을 평가하는 데에 대한 필요
성 때문에 실시간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술한 단점은 사용자가 드로잉을 스타일러스의 팁에 가
깝게 맞추기를 기대하는 경우인 FPD와 같은 표시장치에 쓰기 또는 페인팅을 하는 동안에는 중요하다. 하나의 해법은 두
개의 필터의 조합을 이용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필터는 실시간으로 스크린 상에서 추적하는 스타일러스의 움직임을 제공하
도록 사용되고 지연이 작은 리액티브성 필터이거나 또는 전혀 필터가 없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정보를 이용하고
이미 표시된 커브를 다시 정정하는 더 늦은 필터인데, 이로써 그것이 어떤 고장을 일으키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소한 결함
들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 펄스(Excitation Pulse)

  여기 펄스는 주요한 에너지 소비자이다.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특히 본 실시예에
대한 가능성 있는 많은 응용예들은 하나 또는 다른 종류의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휴대용 장치 상에서 운용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펄스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여기 펄스는 하나 또는 다수의 사인 파형들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임펄스, 스퀘어웨이
브, 그리고 유사한 펄스들과 같은 다른 형태의 펄스들이 이용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디지털 유닛은 여기 신호 패턴을 다이내믹하게 제어한다. 상기 시스템은 주어진 세션에 현재 참여
하고 있는 해당 주파수들과 물체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기 파형을 생성한다. 참여하는 물체들의 시스템 인식
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사전 지식으로서 또는 현재의 입력의 동적인 분석으로서 제공되어도 좋다. 따라서 세션의 시
작 시점에서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참여하는 장치들의 주파수들을 획득하거나, 참여하는 장치들에게 질문하거
나 또는 현재의 주파수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의 입력들을 분석하게 된다. 그 다음 상기 시스템은 그 주파수들을 위한 최
적의 것으로 여기 신호 패턴을 제한하게 된다. 다른 실시예들은 모든 관련된 주파수들의 여기를 보장하는 정적(static) 펄
스 패턴을 사용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여기 펄스가 길수록 더 낮은 에너지 소비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긴 펄스는 전체적인 업데이트 율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고로 적합한 여기 펄스 길이를 미리 선택함으
로써 아니면 동작 중에 펄스의 길이를 다이내믹하게 변경시킴으로써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도는 특정한 상황들의 요구조건
에 맞게 에너지 소모와 업데이트 율을 최적화하게 된다.

  독립적인 실시예들과의 전후관계에서 명료성을 위해 기술되는 본 발명의 어떤 특징들은 하나의 실시예에서 조합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식된다. 반대로, 단일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간결성을 위해 기술되는 본 발명의 여러 가지의 특
징들은 또한 어떠한 적절한 부조합(sub-combination)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무선 스타일러스를 구비한 투명 디지타이저 또는 그와 유사한 입력장치에 이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특정한 몇 가지의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주로 설명하였지만,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정신과 교시를 크게 이탈함이 없이도 여러 가지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변
형(물)은 청구범위에서 정의된 본 발명의 영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도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언급된 모든 간행물들,
특허 및 특허출원들은 그 각각이 참고로 본 출원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시되었더라
도 같은 정도로 본 명세서의 일부로그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할 것이다. 더욱이, 본 출원에서 어떠한 참고문
헌의 식별 또는 인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 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로서 이용 가능하다는 인정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결합하여 물체의 위치를 통해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치에 있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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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물체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출력단들을 구비하
는, 검출기들이 배열된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단들과 관련된 차동형 신호들을 생성하기 위한 증폭기들이 배열된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차동형 신호들은 적
어도 두 개의 상기 출력단들 사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신호들에 상당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기 신
호들을 이용하도록 동작이 가능하게끔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들은 차동형(differential) 증폭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들이 배열된 장치는 전기장을 검출할 수 있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 스크린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는 포인팅 장치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팅 장치는 스타일러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는 게임용 피스(piece)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와 일체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이동형 컴퓨터에 대한 부속품으로서 패키지로 제조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감지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 포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감지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ITO 포일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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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장치의 센서들과 상기 증폭기 장치 사이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고역 통과 증폭기를 더 구비
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 감지 장치는 직선(straight line) 센서들로 이루어진 그리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증폭기가 배열된 장치는 각각 제1 차동 입력과 제2 차동 입력을 갖는 다수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차동 입력은 제1센서의 출력에 연결되고, 상기 제2 차동 입력은 상기 제1 센서의 스타일러스 유효 필
드를 벗어나서 세2 센서의 출력에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센서는 상기 제1 센서의 상기 스타일러스유효 필드를 넘어서는 최소 거리에 존재함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물체는 여러 개의 이웃하는 센서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 필드를 생성하도록 구성
되고, 증폭기 당 상기 각각의 제1 및 제2 센서들은 다른 물체 위치들로 하여금 증폭기의 다른 조합에 있어서 출력들을 발생
하도록 선택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증폭기 조합들이 각각의 센서들에 디코드 됨을 허용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들의 신호들의 위상들을 검출하도록 더 구성됨으로써 상이한 센서들로부터의 신호들 간에 구
별을 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증폭기가 배열된 장치는 각각 제1 차동 입력과 제2 차동 입력을 갖는 다수의 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차동 입력은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에 연결되고, 각각의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은 각각 이웃하
지 않는 센서들과 연관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물체는 여러 개의 이웃하는 센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증폭기 당 상기 각각의 이웃하지 않는 센서들은 다른 물체 위치들로 하여금 증폭기의 다른 조합에 있어서 출력들을 발생하
도록 선택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증폭기 조합들이 각각의 센서들에 디코드 됨을 허용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들의 신호들의 위상들을 검출하도록 더 구성됨으로써 상이한 센서들로부터의 신호들 간에 구
별을 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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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차동 입력들은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에 연결되고, 각각의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은
각각 이웃하지 않는 센서들과 연관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는 패시브(passive)형 물체이고,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물체에 여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
여 상기 스크린 주위에 위치한 여기 배열장치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배열장치는 다이내믹한 가변 주파수에서 상기 여기 신호를 발생하도록 제어 가능하게 구성
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배열장치는 다이내믹한 가변 진폭으로 상기 여기 신호를 발생하도록 제어가 가능하게 구성
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배열장치는 다이내믹한 가변 여기 지속기간을 제공하도록 제어가 가능하게 구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여기 신호의 출력 중에 검출의 차단(blanking)을 위한 차단 제어 가능성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 제어 가능성은 상기 여기 신호의 출력 후에 소정의 지연을 위한 상기 차단을 계속하도록 동
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센서들 간의 전도도의 차이가 인코딩되는 보상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 장치에 대한 전자기 간섭의 소정의 변동이 인코딩되는 보상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센서 장치 상의 전자기적 간섭의 소정의 변동을 인코딩하도록 구성함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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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즉시적인 선행 움직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물체의 현재의 위치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물체 이동 경과 장치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과정은 이전에 측정된 위치로부터 사용자의 가능한 손 움직임에 따라 필터링하는 과정을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과정은 이전에 측정된 위치로부터 사용자의 있을 법한 손 움직임에 따라 필터링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과정은 상기 물체의 궤적(locus)을 평탄화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미래의 궤적을 예지하도록 상기 물체 이동 경과 장치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상기 물체
이동 경과 장치와 연관되는 예언 장치(predictor)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예언 장치를 갖는 상기 물체 이동 경과 장치는 늦은 이동 추적기(tracker)를 구비하고, 상기 물체
를 추적하기 위한 빠른 이동 추적기가 더 제공되고, 상기 장치는 상기 물체의 궤적으로서 상기 빠른 이동 추적기의 출력을
초기에 설정하고, 그에 후속하여, 상기 궤적을 정정하도록 상기 늦은 이동 추적기의 출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
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는 지수 함수적으로 감쇠하는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디지타이저는 상기 감쇠하는 신호에 지
수 함수적으로 상승하는 반대 신호를 곱하기 위한 신호 곱셈 기능을 더 구비함으로써, 주파수 측면 로브(side lobe)를 삭제
하고 상기 디지타이저의 주파수 해상도를 증가시키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검출된 시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 기능을 더 포함하고, 변환 기능은
검출될 주파수의 있을 법한 수에 의존하여 변환 형태를 선택하도록 동작하는 것이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9.

  제1항에 있어서, 검출된 시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 기능을 더 포함하고, 변환 기능은
검출될 주파수의 현재의 수에 의존하여 변환 형태를 동적으로 선택하도록 동작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선택을 위한 상기 변환의 형태는 패스트 푸리에 변환(FFT)과 디스크리트 푸리에 변환(DFT)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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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한 동적 선택을 위한 변환 형태는 패스트 푸리에 변환(FFT)과 디스크리트 푸리에 변환(DFT)을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임계 숫자의 주파수를 설정하기 위한, 상기 변환 기능과 연관된, 하나의 임계장치(thresholder)를 포함
하고, 상기 임계치는 상기 임계치에 대하여 높은 수의 주파수들을 위한 패스트 푸리에 변환과 상기 임계치에 대하여 낮은
수의 주파수들을 위한 디스크리트 푸리에 변환과의 사이의 스위칭을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3.

  디지타이저와 함께 사용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에 있어서,

  전단 팁을 갖는 외부 스타일러스 형상의 하우징;

  소정의 공진주파수를 갖는 공진기 배열장치; 그리고

  상기 전단 팁의 근방에 전기장의 집중상태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공진기 장치가 그를 가로질러 접속되는 상기 팁에 형
성된 갭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페라이트(ferrite) 코일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공진기는 상기 팁으로부터 멀리 이격되게 배치되고, 전도체를 경유하여 그에 결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일러스의 다른 모드 설정들을 나타내도록 상기 소정의 공진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공진기 장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스위치 가능한 요소들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일러스의 다른 모드 설정에 따라서 상기 전기장에 있어서의 검출 가능한 변동들을 제공하기
위한 변조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전단 팁으로부터 이격된 제2 단부에 배치된 리버스 팁을 포함하고, 도전체 배열은 상기 리버스 팁
으로 연장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리버스 팁의 근처에서의 기하학적 형상은 상기 전단 팁의 필드에서의 형상과는 다르고, 그럼으로
써 상기 전단 팁과 리버스 팁 간의 검출이 가능한 차이를 제공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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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일러스의 다른 모드 설정들을 나타내도록 상기 소정의 공진 주파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상기
공진기 배열에 도움이 되도록 상기 리버스 팁과 연관된 스위치 가능한 요소들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
일러스.

청구항 51.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가능한 변동들은 상기 갭에 대한 상기 전기장의 커플링에 있어서의 가변형 지연임을 특징으
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스.

청구항 52.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전단 팁과 연관된 정상적으로는 닫히는 스위치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시브형 스타일러
스.

청구항 53.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장치를 구비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타이저에 있어
서,

  물체로부터 전자 신호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투명 감지 그
리드와;

  각각의 증폭기가 상기 감지 그리드의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 위로 접속되어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출력들의 함수인 출력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된 증폭기의 배열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54.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적으로 패시브형의 물체를 통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
지타이저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와; 그리고

  상기 패시브형 물체가 상기 전기장을 발생하거나 방출하도록 상기 패시브형 물체에 대한 여기 신호들을 발생하기 위한
여기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여기 장치는 상기 여기 신호가 발생되거나 방출되는 샘플링 율을 변경하도록 동적으로 제어하
는 것이 가능하게끔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상태 검출기를 더 구비하고, 그로써 상기 샘플링 율에 대한 상기한
동적 제어를 실행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검출기는 사용자 스위칭 상태, 표면과의 상기 물체의 접촉상태, 상기 스크린과의 상기 물체
의 접촉상태, 오른쪽 클릭 및 지우개 작용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검출함이 가능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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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항에 있어서, 현재의 물체 주파수들의 수를 검출하기 위한 주파수 검출기를 포함하고, 상기 수는 상기 샘플링 율에
대한 상기한 동적 제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58.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적으로 패시브형의 물체를 통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
지타이저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와; 그리고

  상기 패시브형 물체가 상기 전기장을 발생하도록 하여 상기 패시브형 물체를 위한 여기 신호들을 발생하고 그리고 방출
하기 위한 여기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증폭기 배열장치는 상기 여기 신호를 방출하는 동안 검출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차단(blanking) 기간과 함께 상기 여
기 장치와 결부하여 제어 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59.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물체를 경유하는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타이저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그리고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를 포함하고, 각각의 증폭기는 적어도 두 개의 각각 비-인접한 센서들의 출력들
에 연결되고, 매 증폭기에 대해서 상기 각각의 비-인접한 센서들은 상이한 물체 위치들이 상이한 증폭기들의 조합들에서
출력들을 발생하도록 선택되고, 이로써 상이한 증폭기 조합들이 개별적 센서들에 디코드 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0.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전자적으로 패시브형의 물체를 통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위한 디
지타이저에 있어서,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전기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
어진 투명 감지 장치와;

  상기 출력과 연관된 증폭기들의 배열장치와; 그리고

  상기 패시브형 물체가 상기 전기장을 발생하도록 상기 패시브형 물체를 위한 여기 신호들을 발생하기 위한 여기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여기 장치는 상기 여기 신호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적으로 제어 가능가 발생되거나 방출되는 샘플링
율을 변경하도록 동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게끔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은 주파수, 진폭 및 위상 중의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배열장치는 상기 물체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기 동적으로 제어 가능한 속성을 설정하는 조작이 가
능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청구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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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는 사용자 스위칭 상태, 표면과의 상기 물체의 접촉상태, 상기 스크린과의 상기 물체의 접촉
상태, 상기 물체의 현재 속도, 상기 물체의 현재의 가속 상태, 및 상기 물체의 현재의 배향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

요약

  본 발명은 전자적으로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물체를 통한 사용자의 상호작용(user interaction)을
위한 디지타이저(digitizer)에 관한 것으로서, 이 디지타이저는 상기 물체의 전기장을 검출하기 위한 상기한 전자적으로 리
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위치한 검출기들로 이루어진 투명한 감지 장치(transparent sensing arrangement)
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기들은 출력부들과, 상기 출력부들과 연관된 차동 증폭기들로 이루어진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출력부들 간에 차동적인 검출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디지타이저, 리프레시 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크린, 투명 감지 장치, 디텍터, 차동 증폭기, 투명 디지타이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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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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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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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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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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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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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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