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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

(57) 요 약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리모트 컨트롤러는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방향 조작을 입력받는 방향 입력부와, 사용자의 방향 조작에 의해 선택된 객체를
확인하는 확인 버튼과, 사용자의 줌 조작을 입력받는 줌 입력부를 포함하는 입력부; 입력부에 입력되는 조작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생성하는 것으로, 줌 입력부에 입력되는 사용자의 줌 조작에 따라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명령 생성부; 및 제어명령 생성부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컨트롤러측 통
신부;를 포함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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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리모트 컨트롤러에 있어서,
사용자의 방향 조작을 입력받는 방향 입력부와, 상기 사용자의 방향 조작에 의해 선택된 객체를 확인하는 확인
버튼과, 사용자의 줌 조작을 입력받는 줌 입력부를 포함하는 입력부;
상기 입력부에 입력되는 조작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생성하는 것으로, 상기 줌 입력부에 입력되는 사용자의 줌
조작에 따라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명령 생성부; 및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컨트롤러측 통신부;를 포함하며,
상기 확인 버튼은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의 전면의 상단 또는 중상단에 배치되며,
상기 줌 입력부는 상기 확인 버튼의 하단에 인접하게 배치되며,
상기 줌 입력부는 직선 또는 호 형상의 복수의 터치센서들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터치센서들은 등간격 혹은 서로 다른 간격으로 이격되어 배열되어, 상기 복수의 터치센서들에 순차
적인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상기 복수의 터치센서들의 접촉들의 발생순서에 따라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을 검출
하며,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는 상기 사용자의 상기 복수의 터치센서들에 대한 터치의 방향에 따라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입력부는 모션 센서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방향 조작은 리모트 컨트롤러 자체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는 상기 모션 센서에 의해 검출된 리모트 컨트롤러의 움직임에 상응하여 전자기기의 디스
플레이부에 표시되는 지시자를 움직이게 하는 제어 명령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버튼은 사용자의 누름 조작을 입력받으며,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는 상기 확인 버튼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누름 조작에 대응하여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객체를 활성화 혹은 실행시키는 명령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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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리모트 컨트롤러에 있어서,
사용자의 방향 조작을 입력받는 방향 입력부와, 상기 사용자의 방향 조작에 의해 선택된 객체를 확인하는 확인
버튼과, 사용자의 줌 조작을 입력받는 줌 입력부를 포함하는 입력부;
상기 입력부에 입력되는 조작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생성하는 것으로, 상기 줌 입력부에 입력되는 사용자의 줌
조작에 따라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명령 생성부; 및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컨트롤러측 통신부;를 포함하며,
상기 줌 입력부는 상기 확인 버튼의 둘레에 배치되는 방향키들로 이루어지며,
상기 방향키들은 터치 센서들이며,
상기 줌 입력부는, 상기 복수의 방향키들에 순차적인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상기 복수의 방향키들의 접촉들의
발생순서에 따라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을 검출하며,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는 상기 사용자의 상기 복수의 방향키들에 대한 터치의 방향에 따라 줌-아웃 명령 혹은 줌
-인 명령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1
제10 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키들은 상기 방향 입력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는 상기 줌 입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이 상방으로 향할 때 줌-아웃 명령
을 생성하고, 상기 줌 입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이 하방으로 향할 때 줌-인 명령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초기 설정의 변경을 통해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줌-아웃 명령과 줌-인 명령을 뒤바꾸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4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줌 입력부는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를 검출하며,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는 상기 줌 입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에 대응되
는 크기로 줌-인 또는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청구항 15
제1 항 내지 제4 항, 및 제10 항 내지 제14 항 중 어느 한 항의 리모트 컨트롤러; 및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의 조작에 의해 줌-아웃 혹은 줌-인되는 객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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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 시스템.
청구항 16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부에 객체들을 표시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를 조작하여 상기 객체들 중 어느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 및
사용자의 줌 조작을 입력받아 상기 선택된 객체를 줌-인 또는 줌-아웃하는 제어명령을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
며,
상기 사용자의 줌 조작을 입력받는 줌 입력부는 사용자의 의해 선택된 객체를 확인하는 확인 버튼의 둘레에 배
치되는 방향키들로 이루어지며, 상기 방향키들은 터치 센서들이며,
상기 선택된 객체를 줌-인 또는 줌-아웃하는 제어명령은 사용자의 터치에 의해 상기 방향키들에 발생되는 순차
적인 접촉신호들의 발생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한 전자 기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17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줌 조작은, 사용자가 한 손으로 상기 리모트 컨트롤러를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상
기 리모트 컨트롤러의 전면에 마련된 줌 입력부에 터치하는 조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
한 전자 기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줌 입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이 상방으로 향할 때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고, 상기 줌 입
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이 하방으로 향할 때 줌-인 명령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모
트 컨트롤러를 이용한 전자 기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8 항에 있어서,
초기 설정의 변경을 통해 상기 제어명령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줌-아웃 명령과 줌-인 명령을 뒤바꾸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한 전자 기기의 제어 방법.
청구항 20
제17 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에 대응되는 크기로 줌-인 또는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한 전자 기기의 제어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개시는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
의 사용 태양을 반영한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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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리모트 컨트롤러(remote control)는 텔레비전, 라디오, 오디오와 같은 전자기기의 원격 운영에 쓰이는
장치이다. 통상적인 리모트 컨트롤러에는 몇가지 기능키들(예를 들어, 채널숫자, 볼륨키, 전원키 등)이 마련되
어, 기능키들을 조작함으로써 전자기기를 제어한다.

[0003]

최근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셋톱박스 등와 같은 전자기기에 인터넷, 게임,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와 같은 스마트 기능이나 그밖의 여러 복합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러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리모트 컨트
롤러에 다양한 입력이 가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리모트 컨트롤러의 경우, 다양한 입력을 위
하여 좀 더 많은 키버튼을 추가하는 방식, 키버튼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식, 키버튼의 기능을 오버로딩하는 방
식, 또는 복잡한 메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채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리모트 컨트롤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키버튼을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암기해야만 하는
복잡한 키 입력 순서와 메뉴체계에 의존하게 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4]

사용자의 사용 태양을 반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전자기기와 용이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면서 제조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
을 제공하자고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5]

본 발명의 한 측면에 따르는 리모트 컨트롤러는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방향 조작을 입력받는
방향 입력부와, 사용자의 방향 조작에 의해 선택된 객체를 확인하는 확인 버튼과, 사용자의 줌 조작을 입력받는
줌 입력부를 포함하는 입력부; 입력부에 입력되는 조작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생성하는 것으로, 줌 입력부에
입력되는 사용자의 줌 조작에 따라 줌-인 명령 혹은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명령 생성부; 및 제어명령 생
성부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컨트롤러측 통신부;를 포함한다.

[0006]

방향 입력부는 모션 센서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방향 조작은 리모트 컨트롤러 자체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0007]

제어명령 생성부는 모션 센서에 의해 검출된 리모트 컨트롤러의 움직임에 상응하여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지시자를 움직이게 하는 제어 명령을 생성할 수 있다.

[0008]

확인 버튼은 사용자의 누름 조작을 입력받으며, 제어명령 생성부는 확인 버튼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누름 조작에
대응하여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객체를 활성화 혹은 실행시키는 명령을 생성할 수 있다.

[0009]

확인 버튼은 리모트 컨트롤러의 전면의 상단 또는 중상단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줌 입력부는 확인 버튼의 하
단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이때, 줌 입력부는 직사각형 혹은 부채꼴 형상의 터치 패드일 수 있다. 또는 줌
입력부는 직선 또는 호 형상의 복수의 터치센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터치센서들은 등간격 혹은 서로 다
른 간격으로 이격되어 배열될 수 있다.

[0010]

줌 입력부는 확인 버튼의 둘레에 배치되는 방향키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방향키들은 방향 입력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0011]

줌 입력부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을 검출하며, 제어명령 생성부는 줌 입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
향이 상방으로 향할 때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고, 줌 입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이 하방으로 향
할 때 줌-인 명령을 생성할 수 있다. 초기 설정의 변경을 통해 제어명령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줌-아웃 명령과
줌-인 명령을 뒤바꿀 수도 있다.

[0012]

줌 입력부는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를 검출하며, 제어명령 생성부는 줌 입력부에서 검
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에 대응되는 크기로 줌-인 또는 줌-아웃 명령을 생성할
수도 있다.

[0013]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는 제어 시스템은 리모트 컨트롤러 및 리모트 컨트롤러의 조작에 의해 줌-아웃 혹은
줌-인되는 객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구비한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리모트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방향 조작을 입력받는 방향 입력부와, 사용자의 방향 조작에 의해 선택된 객체를 확인하는 확인 버튼과, 사용자
의 줌 조작을 입력받는 줌 입력부를 포함하는 입력부; 입력부에 입력되는 조작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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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줌 입력부에 입력되는 사용자의 줌 조작에 따라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하는 제어명령 생
성부; 및 제어명령 생성부로부터의 제어명령을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컨트롤러측 통신부;를 포함한다.
[0014]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은 전자기기의 디스플
레이부에 객체들을 표시하는 단계; 리모트 컨트롤러를 조작하여 객체들 중 어느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
및 사용자의 줌 조작을 입력받아 선택된 객체를 줌-인 또는 줌-아웃하는 제어명령을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5]

사용자의 줌 조작은, 사용자가 한 손으로 리모트 컨트롤러를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 리모트 컨트
롤러의 전면에 마련된 줌 입력부에 터치하는 조작일 수 있다.

[0016]

줌 입력부에서 검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이 상방으로 향할 때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고, 줌 입력부에서 검
출되는 사용자의 터치의 방향이 하방으로 향할 때 줌-인 명령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초기 설정의 변경을 통
해 제어명령 생성부에서 생성되는 줌-아웃 명령과 줌-인 명령을 뒤바꿀 수도 있다.

[0017]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는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한 전자기기의 제어 방법은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
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를 검출하는 단계; 및 사용자의 터치의 속도 또는 사용자의 터치 범위에 대응되는 크기로
줌-인 또는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8]

개시된 실시예에 의한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은 스크린에 표시되는 객체의
줌-아웃 및 줌-인을 직관적이고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9]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제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2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도 1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4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에서 리모트 컨트롤러의 확인 조작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5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에서 리모트 컨트롤러의 줌-아웃 및 줌-인 조작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6은 도 5의 리모트 컨트롤러의 조작에서, 사용자의 오른손 조작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7은 도 5의 리모트 컨트롤러의 조작에서, 사용자의 왼손 조작의 일 예를 도시한다.
도 8은 도 1의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방법의 일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방법의 다른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도 1의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방법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도 1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12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또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13은 도 1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또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14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또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구
성요소를 지칭하며, 각 구성요소의 크기나 두께는 설명의 명료성을 위하여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

[0021]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제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며, 도 2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도 1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일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0022]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제어 시스템(100)은 전자기기(110)과 이를 제어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12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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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전자기기(110)는 디스플레이부(111),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이터 입력부
(112),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호처리부(113), 리모트 컨트롤러(120)와 통신하는 호스트 통신부(114),
및 제어부(115)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기기(110)는 스마트 텔레비전일 수 있다. 또는 전자기기(110)는
블루레이 플레이어,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셋톱박스, 퍼스널 컴퓨터, 게임콘솔 등과 같은 기기에 디스플레이부
(111)가 외장 또는 내장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장치일 수도 있다.

[0024]

디스플레이부(111)는 액정패널, 유기발광패널 등과 같은 화상패널을 포함하며, 컨텐츠를 표시하거나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한다.

[0025]

데이터 입력부(112)는 디스플레이부(111)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컨텐츠 등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로서
범용 직렬 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 파타(Paralle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PATA) 또는 사
타(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SATA), 플래쉬 미디어(Flash Media), 이더넷(Ethernet), 와이파이
(Wi-Fi), 블루투스(Bluetooth))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기기(110)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정보저장장치(미도시)를 구비하여 이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도 있다.

[0026]

신호처리부(113)는 전자기기(110)의 운영체계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입력부(112)를 통
해 입력된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 있다. 가령, 신호처리부(113)는 사진, 동영상, 지도, 또는 텍스트와 같은 콘텐
츠나 각종 어플리케이션 아이콘들(application icons)을 디스플레이부(111)에 표시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실행가능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제공할 수 있다.

[0027]

호스트 통신부(114)는 리모트 컨트롤러(120)로부터 제어명령을 수신한다. 호스트 통신부(114)로는 적외선 통신
모듈, 전파 통신 모듈, 광학식 통신 모듈 등의 공지의 통신 모듈이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적외선 통신 표준인
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프로토콜을 만족하는 적외선 통신 모듈이 호스트 통신부(114)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4GHz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 모듈이나 블루투스(Bluetooth)를 이용한 통신 모듈이
호스트 통신부(114)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0028]

제어부(115)는 호스트 통신부(114)를 통해 수신된 제어명령에 따라 전자기기(110)의 각 요소, 즉 디스플레이부
(111), 데이터 입력부(112), 신호처리부(114), 호스트 통신부(114) 등을 제어한다.

[0029]

리모트 컨트롤러(120)는 입력부(121), 제어신호 생성부(122), 및 컨트롤러측 통신부(123)를 포함할 수 있다. 리
모트 컨트롤러(120)의 외형은 본 실시예를 제한하지 않는다. 가령,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외형은 도 1에 도시
되듯이 단순한 바(bar) 형상이거나, 혹은 유선형 형상일 수 있다.

[0030]

입력부(121)는 방향 입력부(1211)와, 확인 버튼(1212)과, 줌(zoom) 입력부(1213)를 포함한다.

[0031]

방향 입력부(1211)는 2축 또는 3축 관성 센서와 같은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일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입력부(1211)의 모션 센서는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내부에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 방
향 입력부(1211)는 전자기기(110)의 디스플레이부(110)에 표시된 객체들 중 어느 한 객체(도 4의 131)를 가르키
는 사용자의 방향 조작을 입력받는다.

[0032]

확인 버튼(1212)는 사용자의 누름과 같은 확인 조작을 입력받아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객체(131)를
확인하는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확인 버튼(1212)은 기계식 키 버튼 혹은 터치 센서일 수 있다. 확인 버튼(121
2)는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위치하는 지점에 배치
될 수 있다(도 6 또는 도 7 참조). 가령, 확인 버튼(1212)은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전면의 상단 또는 중상단
에 배치될 수 있다. 확인 버튼(1212)이 이와 같이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전면의 상단 또는 중상단에 배치됨에
따라,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한손 파지한 경우, 자연스럽게 펼쳐진 엄지손가락의 끝단이 확인 버튼
(1212)에 위치하게 된다.

[0033]

줌 입력부(1213)는 사용자의 줌(zoom) 조작을 입력받아 전자기기(110)의 디스플레이부(111)에 표시된 객체를 줌
-인 또는 줌-아웃하는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줌 입력부(1213)는 도 3에 도시되듯이 확인 버튼(1212)의 하단에
위치하는 직사각형 형상의 터치 패드일 수 있다. 터치 패드는 손가락으로 대는 것으로 마우스 포인터의 조작을
하는 공지된 포인팅 장치의 하나이다. 이러한 터치 패드는 예를 들어, 두 층으로 이루어진 도선이, 한 층에는
횡 방향으로, 다른 층에는 종 방향으로 뻗어, 격자형으로 겹쳐져있고, 두 층의 사이는 부도체로 채워진 매트릭
스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줌 입력부(1213)로는 고가의 멀티 터치 패드뿐만 아니라 저가의 싱글 터
치 패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터치 패드 타입의 줌 입력부(1213)는 사용자의 손가락의 터치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손가락의 움직임이 상방을 향하는지 혹은 하방을 향하는지도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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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필요에 따라서는 줌 입력부(1213)는 사용자 손가락의 움직임 범위(즉, 사용자 손가락이 줌 입력부(1213)의 터치
된 영역)까지 검출할 수 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줌 입력부(1213)는 사용자 손가락의 움직임의 속도를 검출
할 수도 있다. 즉, 줌 입력부(1213)는 사용자 손가락의 터치 감지에 대해 공간분해능 또는 시간분해능을 가질
수도 있다. 전술한 터치 패드가 이러한 공간분해능이나 시간분해능을 가진다는 점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0035]

입력부(121)는 사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키들을 추가적으로 더 구비할 수 있다. 가령, 전자기기(110)의 전원을
온-오프하는 전원키(1214)가 리무트 컨트롤러(120)의 전면 상단의 귀퉁이에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메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홈(home) 버튼(1215a)이나, 바로 직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돌아가게 하는
백(back) 버튼(1215b) 등을 포함하는 기능키(1215)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키(1215)는 사용자의 손가락
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줌 입력부(1213)의 하단에 배치될 수 있다. 나아가 전자기기(110)가 블루레이 플레이어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경우, 되돌아가기(reward) 버튼(1216a), 플레이 버튼(1216b), 앞으로가기(forward) 버튼
(1216c)와 같은 플레이어 전용키(1216)를 추가적으로 구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플레이어 전용키(1216)
은 예를 들어,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전면의 최하단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전원키(1214)나,
기능키(1215)나, 플레이어 전용키(1216)는 예시일 뿐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0036]

제어신호 생성부(122)는 입력부(121)에서 발생되는 신호들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생성한다.

[0037]

컨트롤러측 통신부(123)는 제어명령 생성부(122)에서 생성된 제어명령을 전자기기(110)로 전송한다. 컨트롤러측
통신부(123)는 호스트 통신부(114)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적외선 통신 모듈, 전파 통신 모듈, 광학식 통신 모듈
등의 공지의 통신 모듈이 사용될 수 있다.

[0038]

다음으로 본 실시예의 제어 시스템(100)의 제어 방법을 설명한다.

[0039]

도 4는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서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확인 조작의 일 예를 도시한다.

[0040]

도 4를 참조하면, 전자기기(110)의 디스플레이부(111)에는 객체(131)가 표시되어 있다. 객체(131)는 사진, 동영
상, 지도, 또는 텍스트와 같은 콘텐츠 혹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일 수 있
다. 또한, 디스플레이부(111)에는 사용자의 방향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 지시자(132)가 표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리모트 컨트롤러(120) 내부에는 방향 입력부(1211)가 내장되어 있어,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움직임(13
3)을 검출할 수 있다.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움직임(133)에 대응되는 제어명령을 생
성하고, 컨트롤러측 통신부(123)는 생성된 제어명령을 전자기기(110)로 전달한다. 전자기기(110)의 제어부(11
5)는 전달된 제어명령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부(111)에 표시되는 지시자(132)의 움직임(134)을 구현한다. 즉,
사용자는 리모트 컨트롤러(120) 자체를 움직임(133)으로서 지시자(132)를 움직여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131)를
가르킬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시각과 시용자의 촉각을 일치시킨 상태로 전자기기(110)를 제어할 수 있다.

[0041]

사용자는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확인 버튼(1212)을 엄지 손가락으로 누름으로써 지시자(132)가 가르키는 객체
(131)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확인이라 함은 해당 객체(131)의 활성화 혹은 해당 객체(131)의 실행일 수
있다. 객체(131)의 활성화라 함은 해당 객체(131)가 실행될 준비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객체(131)를 표
시하는 색상이 반전되거나 약간 확대됨으로써 활성화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실행이라 함은 해당 객체
(131)가 콘텐츠인 경우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캑체(131)가 어플레이케이션 아이콘인 경우 어
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의미한다.

[0042]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조작은 객체(131)를 선택하는데 그치며, 선택된 객체(131)를
줌-인 또는 줌-아웃하는 명령을 입력하기에 다소 곤란하다. 이에 본 실시예의 제어 시스템(100)은 도 5 내지 도
11을 참조하는 예들에서와 같이 선택된 객체(131)를 줌-인 또는 줌-아웃하는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0043]

도 5는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서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조작의 다른 예를 도시하며. 도 6은 도 5의 리모
트 컨트롤러의 조작에서, 사용자의 손가락의 움직임의 구체적인 모습을 도시한다.

[0044]

도 5 및 6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리모트 컨트롤러(120)는 사용자가 오른손(RH)으로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의 관여없이 오른손(RH)만으로 해당 객체(131)를 줌-인 또는 줌-아웃(137)하는 조작할 수 있
게 한다. 가령, 사용자는 오른손(RH)으로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RH)의 엄지 손가락을
상부로 밀어올리는 동작(135a)으로써 해당 객체(131)를 줌-아웃하는 조작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오른손
(RH)으로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RH)의 엄지 손가락을 하부로 당기는 동작(135b)으로써
해당 객체(131)를 줌-인하는 조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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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엄지 손가락의 밀어올리는 동작(135a) 또는 당기는 동작(135b)에 있어서, 엄지 손가락이 줌 입력부(1213)에 맞
닿는 터치 부분은 호 형상으로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줌 입력부(1213)에서 검출되는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방향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의 터치 부분이 그리는 궤적
(이하, 터치 궤적)이 소정 곡률로 곡선을 이루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줌 입력부(1213)에 입력되는 신호가
줌-인 혹은 줌-아웃의 신호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즉,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줌 입력부(1213)에서 검출되
는 터치 궤적이 소정 곡률보다 작게 되면, 비정상적인 입력으로 간주하여 줌-인 혹은 줌-아웃의 신호를 생성하
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줌 입력부(1213)에서 검출되는 터치 궤적이
소정 곡률보다 큰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입력으로 간주하여 줌-인 혹은 줌-아웃의 신호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0046]

도 7은 도 5의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조작에서, 사용자가 왼손(LH)으로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잡은 상태에
서 오른손의 관여없이 왼손(LH)의 엄지손가락의 움직임(135')만으로 해당 객체(131)를 줌-인 또는 줌-아웃하는
조작하는 경우를 도시한다. 즉, 사용자는 왼손(LH)의 엄지 손가락을 상부로 밀어올리는 동작(135'a)으로써 해당
객체(131)를 줌-아웃하거나 왼손(LH)의 엄지 손가락을 하부로 당기는 동작(135'b)으로써 해당 객체(131)를 줌인하는 조작을 할 수 있다.

[0047]

종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예에서는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로 해당 객체(131)를 줌-아웃 혹은 줌-인하
기 위해서 다단계의 메뉴를 선택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른 예에서는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에 손가락 두 개를 대고 펼치는 동작을 취하여 줌-아웃 조작을 하거나 역으로 손가락 두 개를 오므
리는 동작을 취하여 줌-인 조작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리모트 컨트롤러에 적용하게 되면 리모트 컨트롤러
의 제조비용이 상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손 조작이 매우 곤란하다. 종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예
에서는 스크롤 버튼(scroll button)이 마련되어 사용자가 스크롤 버튼을 조작하여 줌-인 또는 줌-아웃 조작을
하였는데, 이러한 스크롤 버튼은 스마트폰등에서 제공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는 상이하므로,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게 된다.

[0048]

본 실시예의 리모트 컨트롤러(120)는 줌 입력부(1213)를 통하여 객체(131)의 줌-인 또는 줌-아웃 조작을 매우
직관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폰등에서 제공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동일
한 사용자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0049]

도 8은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서 제어방법의 일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0050]

전자기기(110)는 객체(131)를 디스플레이부(111)에 표시한다.

[0051]

사용자는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움직여 디스플레이부(111)에 표시되는 지시자(132)를 움직인다. 지시자(132)
를 줌-아웃 혹은 줌-인하고자 하는 객체(131)에 놓음으로서 해당 객체(131)를 선택한다(S110).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는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확인 버튼(1212)을 눌러 지사자(132)가 가르키는 객체(131)를 활성화시킬 수
도 있다.

[0052]

다음으로 사용자는 엄지 손가락을 줌 입력부(1213)상에 터치된 상태로 스쳐 지나가게 한다. 줌 입력부(1213)는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 움직임(즉, 엄지 손가락의 터치 및 움직이는 방향)을 검출하고,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 움
직임에 대응되는 신호를 제어명령 생성부(122)로 전달한다(S120).

[0053]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 움직임이 상방인지 혹은 하방인지를 판단하고, 사용자의 엄지 손
가락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한다(S130).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 움직임의
방향에 따른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의 결정은 미리 정해진 설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가령,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 움직임이 상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시자(132)가 가르키는 객체(13
1)를 줌-아웃시키는 줌-아웃 명령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 움직임이 하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
시자(132)가 가르키는 객체(131)를 줌-인시키는 줌-인 명령을 생성한다. 이러한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
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설정을 바꿈으로써 뒤바뀔 수도 있다.

[0054]

제어명령 생성부(122)에서 생성된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은 전자기기(110)로 전달되어 디스플레이부
(111)에서 지사자(132)가 가르키는 객체(131)를 줌-아웃하거나 혹은 줌-인한다(S140).

[0055]

한편, 상기와 같은 객체(131)의 줌-아웃 혹은 줌-인 조작에 있어서, 객체(131)의 줌-아웃 혹은 줌-인되는 정도
의 결정은 엄지 손가락이 줌 입력부(1213)를 스쳐 지나가는 횟수로 결정될 수 있다. 가령, 엄지 손가락이 줌 입
력부(1213)를 일회 스쳐 지나갈 때, 객체(131)의 줌-아웃 혹은 줌-인을 기설정된 크기로 일 회 실행할 수 있을

-9-

등록특허 10-1383840
것이다. 엄지 손가락이 줌 입력부(1213)를 다수 회 스쳐 지나가면, 객체(131)의 줌-아웃 혹은 줌-인의 실행이
기설정된 크기로 다수 회 반복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
[0056]

도 9는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서 제어방법의 다른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0057]

도 9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움직여 객체(131)를 선택한다(S210). 줌 입력부(1213)는 엄
지 손가락의 움직임을 검출함(S220)과 동시에 엄지 손가락 움직임의 범위도 검출한다(S230). 제어명령 생성부
(122)는 줌 입력부(1213)에서 검출된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범위에 대응되는 줌-아웃 혹은 줌-인의 크기를 결
정한다(S240).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범위에 대응되는 줌-아웃 혹은 줌-인의 크기의 관계는 기설정되어 미도
시된 메모리에 룩업테이블(lookup table)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줌 입력부
(1213)에서 검출된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 방향에 대응되는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한다(S250). 제
어명령 생성부(122)에서 생성된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은 전자기기(110)로 전달되어 디스플레이부(111)
에 표시된 객체(131)를 사용자가 선택한 크기로 줌-아웃하거나 혹은 줌-인한다(S260). 디스플레이부(111)는 객
체(131)의 줌-아웃 혹은 줌-인을 사용자의 터치와 실시간으로 연동되게 실행하여, 사용자가 줌 입력부(1213)를
엄지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때 손가락 터치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다.

[0058]

도 10은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서 제어방법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0059]

도 10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리모트 컨트롤러(120)를 움직여 객체(131)를 선택한다(S310). 줌 입력부(1213)는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을 검출함(S320)과 동시에 엄지 손가락 움직임의 속도도 검출한다(S330). 제어명령 생성부
(122)는 줌 입력부(1213)에서 검출된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속도에 대응되는 줌-아웃 혹은 줌-인의 크기를 결
정한다(S340). 가령,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속도가 빠른 경우 객체(131)의 줌-아웃/줌-인의 크기를
크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의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속도가 느린 경우 객체(131)의 줌-아웃/줌-인의 크기를 작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속도에 대응되는 줌-아웃 혹은 줌-인의 크기의 관계는 기설정되
어 미도시된 메모리에 룩업테이블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제어명령 생성부(122)는 줌 입력부(1213)
에서 검출된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 방향에 대응되는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을 생성한다(S350). 제어명령
생성부(122)에서 생성된 줌-아웃 명령 혹은 줌-인 명령은 전자기기(110)로 전달되어 디스플레이부(111)에 표시
된 객체(131)를 사용자가 선택한 크기로 줌-아웃하거나 혹은 줌-인한다(S360). 객체(131)의 줌-아웃 혹은 줌-인
을 사용자의 터치와 실시간으로 연동되게 실행하여, 사용자가 줌 입력부(1213)를 엄지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때
손가락의 움직임 속도를 직관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다.

[0060]

전술한 실시예에서 리모트 컨트롤러(120)의 줌 입력부(122)는 직사각형 형태의 터치 패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0061]

도 11은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 사용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0062]

도 1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리모트 컨트롤러(220)는 입력부(221)의 줌 입력부(2213)가 부채꼴 형상의 터치
패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220)를 쥔 상태로
엄지손가락을 줌 입력부(2213)에 터치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관절을 중심으로 호 형상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사용 태양을 반영하여 줌 입력부(2213)를 부채꼴 형상으로 형성할 수 있다.

[0063]

도 12는 도 1의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또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0064]

도 12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리모트 컨트롤러(320)는 입력부(321)의 줌 입력부(3213)가 3개의 터치 센서
(3213a, 3213b, 3213c)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개의 터치 센
서들(3213a, 3213b, 3213c)은 길다란 직선 형상으로 확인 버튼(3213)의 하단부에 소정의 간격으로 서로 평행하
게 이격된채 배열된다. 3개의 터치 센서들(3213a, 3213b, 3213c)은 등간격으로 이격되거나 혹은 서로 다른 간격
으로 이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줌 입력부(3213)의 형상은 기하학적인 배치 구조를 가져 심미적인 특징까지도
가진다. 터치 센서들(3213a, 3213b, 3213c)로는 예를 들어, 정전기 타입의 터치 센서, 정전용량 타입의 터치 센
서 등과 같은 공지의 터치 센서가 채용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터치는 각 터치 센서(3213a, 3213b, 3213c)
에서 검출되는 저항, 커패시턴스, 리액턴스와 같은 임피던스의 크기나 변화를 통해 검출될 수 있다

[0065]

본 실시예는 줌 입력부(3213)가 3개의 터치 센서(3213a, 3213b, 3213c)로 이루어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2개 또는 4개 이상의 터치 센서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0066]

다음으로 본 실시예의 리모트 컨트롤러(320)의 동작을 설명한다.

[0067]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320)를 한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을 줌 입력부(4313)상에서 움직이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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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터치 센서(3213a, 3213b, 3213c)는 순차적으로 접촉신호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3개의 터치 센서
(3213a, 3213b, 3213c)의 접촉신호의 발생순서에 따라서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향하는지(도 6의
135a 참조) 또는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이 하방으로 향하는지(도 6의 135b 참조)를 판단할 수 있다.
[0068]

한편, 접촉신호가 발생되는 터치 센서의 숫자로서 터치되는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또는 3개의 터치 센서
(3213a, 3213b, 3213c)에서 발생되는 접촉신호의 간격을 통해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의 속도를 검출할 수 있다.
도 9 내지 도 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터치되는 영역이나 손가락 움직임의 속도는 줌-인 혹은 줌-아웃
하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069]

도 13은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또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0070]

도 1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리모트 컨트롤러(420)는 입력부(421)의 줌 입력부(4213)기 터치 센서들(4213a,
4213b, 4213c)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술한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터치 센서들(4213a,
4213b, 4213c)은 각각 호(arc) 형상을 가지며, 등간격으로 혹은 서로 다른 간격으로 이격되어 배열될 수 있다.
터치 센서들(4213a, 4213b, 4213c)로는 예를 들어, 정전기 타입의 터치 센서, 정전용량 타입의 터치 센서 등과
같은 공지의 터치 센서가 채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줌 입력부(4213)의 형상은 기하학적인 배치 구조를 가져
심미적인 특징까지도 가진다.

[0071]

도 14는 도 1의 제어 시스템(100)에 사용되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또 다른 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0072]

도 14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리모트 컨트롤러(520)는 입력부(521)의 줌 입력부(5213)은 확인 버튼(1212)의
둘레에 마련된 방향키들(5213a, 5213b, 5213c, 5213d)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향키들(5213a, 5213b, 5213c,
5213d)로는 예를 들어, 정전기 타입의 터치 센서, 정전용량 타입의 터치 센서 등과 같은 공지의 터치 센서가 채
용될 수 있다.

[0073]

사용자가 리모트 컨트롤러(520)를 한 손으로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확인 버튼(1212)을 중심으로 하측에서
상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하측 방향키(5213c)를 먼저 터치하고 상측 방향키(5213a)를 터치하게 될
것이다. 오른손 파지에 있어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엄지손가락의 상방향 움직임은 엄지
손가락은 하측 방향키(5213c)를 먼저 터치하고 우측 방향키(5213d)를 터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오른손 파지에 있어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엄지손가락의 하방향 움직임
은 예를 들어, 상측 방향키(5213a)를 먼저 터치하고 하측 방향키(5213c)를 터치하거나 혹은 우측 방향키(5213
d)를 먼저 터치하고 하측 방향키(5213c)를 터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왼손 파지의 경우, 좌우 대칭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0074]

상기와 같은 엄지손가락의 상방향 움직임은 예를 들어, 객체(도 4의 131)의 줌-아웃 명령에 대응되고, 반대로
엄지손가락의 하방향 움직임은 예를 들어, 객체(131)의 줌-인 명령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설정에 따라
서는 줌-아웃 명령과 줌-인 명령이 뒤바뀔 수 있음은 물론이다.

[0075]

본 실시예의 경우, 줌 입력부(5213)가 방향키들(5213a, 5213b, 5213c, 5213d)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디스플레이
부(111)에 표시되는 지사자(132)의 움직임은 방향키들(5213a, 5213b, 5213c, 5213d)을 통해 조작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경우, 방향 입력부(1211)는 생략될 수 있다.

[0076]

전술한 본 발명인 리모트 컨트롤러와,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에 도
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77]

100 : 제어 시스템

110 : 전자기기

111 : 디스플레이부

112 : 데이터 입력부

113 : 신호처리부

114 : 호스트 통신부

115 : 제어부
120, 220, 320, 420, 520 : 리모트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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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21, 321, 421, 521 : 입력부

1211 : 방향 입력부

1212 : 확인 버튼
1213, 2213, 3213, 4213, 5213 : 줌 입력부
1215 : 기능키
122 : 제어신호 생성부

1216 : 플레이어 전용키
123 : 컨트롤러측 통신부

131 : 객체

132 : 지시자

RH : 오른손

LH :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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