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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그 회전적 이동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볼(2)의 이동에 의해 컴퓨터 스크린에 커서의 위치
를 정하기 위한 입력 장치를 제공하는데, 이는 볼의 회전이 양호하게는 서로 직교인 x축 및 y축에 대한 
데이터 값으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볼의 회전을 상당히 간섭성인 광을 사용하여 광 검출 수단(11)에 의해 
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본 발명은 볼펜 형태의 컴퓨터 마우스를 형성하기에 적절한 콤팩트
한 검출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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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컴퓨터, 컴퓨터 입력 장치, 컴퓨터 마우스, 볼펜 형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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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판에 대한 볼의 이동에 의해 컴퓨터 스크린에 커서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입력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볼의 회전 이동이 전자 신호로 변환되는 입력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작동을 위한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일반적으로 공지된 입력 장치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마우스는 컴퓨터 사용자 주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요구한다.  마우스 기판에 대한 다른 요구사
항은 사용자가 컴퓨터 스크린의 전체에 대해 마우스의 스크린 투영 방향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수평적임은 물론 단단하고 평평한 일정 크기의 기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우스 작동에 필요한 공간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컴퓨터를 놓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공지된 컴퓨
터 마우스 장치는 오래 사용하면 손가락과 손목에 자주 통증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특히 볼펜과 같은 컴퓨터 마우스를 형성하기 위
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손가락의 섬세한 운동 기능이 팔의 기능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컴퓨터 펜'은 상당히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훨씬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우스가 사용되는 기판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없다.

볼펜으로서 형성된 컴퓨터 마우스는 컴퓨터의 일반적 사용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의 컴퓨터 사용은 특히 전자 형태의 '수기' 문자 또는 메모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컴
퓨터 사용자에게 인적 접촉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고 키보드 사용을 부분적 또는 완전히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볼의 이동을 전기적 신호로 기록하고 변환하는 장치의 종래의 실시예는 특히 볼 주위에 상당한 
공간을 요구하고, 이는 주어질 수 있는 펜 형태 컴퓨터 마우스의 크기에 대해 제약을 주었다.  '컴퓨터 
펜'의 공지된 구조는 공통적으로 펜 자체 및 볼의 외적 크기가 크고 이로 인해 컴퓨터 펜은 원래의 볼펜
보다 훨씬 다루기 쉽지 않다. 

독일특허 제DE 39 00 622 A1호는 펜 형태 컴퓨터 마우스를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볼의 이동 기록은 
두개의 롤러가 볼과 항상 접촉하여 수행된다.  롤러는 볼 회전의 연속으로서 회전한다.  센서 유닛은 롤
러 각각과 연결되어 제공되고 롤러의 회전을 기록한다.  두 롤러는 볼의 이동이 X축 및 Y축에 대한 두 방
향에서 기록될 수 있도록 배치된다.  이 장치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볼의 정상적 회전 기록을 통상의 
'상자 형태' 컴퓨터 마우스로 재형성하지만, 볼펜 구조에서 공간이 볼 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DE-39 00 622 A1에 따른 관 형태 컴퓨터 마우스는 볼 바로 뒤 관이 공간 요구 기록 장
치 전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주 작은 지름을 가지도록 제조될 수 없다.

컴퓨터 마우스의 펜 형태 구조의 또다른 실시예는 US-A-5 434 594로부터 또한 공지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록 장치 및 볼 부유장치는 통상의 '상자 형태' 마우스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 결과는 펜 
형태 컴퓨터 마우스와 연계하여 요구되는 예상 이점을 한정된 정도로만 제공한다고 언급할 수 있는 구조
의 컴퓨터 마우스이다.

EP-A-0 413 606은 결합된 볼펜 및 컴퓨터 마우스를 기술하고 있다.  이는 볼 위에 직접 플로우 메터가 배
치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이 플로우 메터는 잉크가 연속적인 볼 이동으로서 이동하는 방향을 측정한
다.  이 장치는 별로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잉크가 펜에 존재하는 동안만 작동한다.

US-A-5,288,993으로부터, 대조적인 색을 지닌 랜덤하게 분산된 점 및 광감지 센서 수단이 볼에 제공되어 
볼의 이동이 검출될 수 있는 트랙볼 장치가 공지되어 있다.  이 검출 개념은 볼 아래 및 옆에 상당한 공
간을 차지하므로 그 자체를 펜 형태 장치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  더욱이 이 장치는 최소한 5 
mm 지름의 볼을 필요로 한다.

WO94/22071로부터 또다른 광학 장치가 공지되어 있다.  이 장치는 오목 반사기(딤플)가 제공되어 있는 골
프 공 형태의 볼의 이동을 검출할 수 있는 광결합 수단을 포함한다.  이 장치도 또한  볼 주위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적절한 펜 형태 장치로서 적당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긴 지름을 요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공지된 장치 보다 상당히 작은 공간을 요구하는 기록 장치를 가진 컴퓨터 입력 
장치를 제공하여 볼펜 또는 비슷한 필기구에 해당하는 크기의 펜 형태 컴퓨터 마우스를 형성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입력 장치를 포함하는데, 입력장치는 볼의 각도회전을 양호하게는 서로 직교
인 두 방향에서 검출하기 위한 광학 검출 수단을 포함하는데, 광학 검출 수단은 최소한 하나의 상당히 간
섭성인(coherent) 전자기 방사원(radiation source), 최소한 하나의 렌즈, 하나 이상의 검출기를 포함한
다.

이는 거의 큰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입력 장치를 위한 기록 장치를 제공하고, 그러므로 광학 검출 수
단이 볼의 후면에 배치되어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므로 공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검출 수단이 길쭉
해진 형태로 형성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단면적 지름으로 제조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원리가 컴
퓨터 펜의 설계에 적절한 것이 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제1 실시예에서 광학 검출 수단은 매끈한 표면과 같은 볼 표면의 과립(granular) 구조
로부터 산란된 전자기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 반점 패턴(speckle pattern)의 이동을 검출하도록 적응된다.

이는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따른 검출 수단이 볼 표면에 대해 어떠한 특수 요구사항도 요구하지 않으므
로 검출을 수행하기 위한 특히 단순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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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점은 간섭성 광(coherent light)이 표면에서 산란되어 자유 공간을 전파하므로 보강적으로
(constructly) 또는 상쇄적으로(deconstructly) 간섭을 일으키게 될 때 발생한다.  발광 표면으로부터 떨
어진 곳에서 강한 강도 변조가 관측되는데, 이는 통상 '반점 패턴'이라 지칭된다.  간섭성 광은 양호하게
는 수직 공동 표면 방사 레이저(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VCSEL) 형태인 레이저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는 전력 소비가 매우 적고 광선 발산이 적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입력 장치의 볼은 특수 표면 구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지름을 가지도록 설계될 수 있다.  물체 표면의 점을 간섭성 광으로 조명하여 원통형 물체의 
각도 회전을 판단하는 방법은 EP-B1-0 671 007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다.

제1 양호한 실시예에서 광학 검출 수단은 제1 및 제2 검출기 세트 및 공통 레이저원을 포함하고, 각 검출
기 세트는 제1 및 제2 방향에서 각도 회전을 검출하도록 적응된다.  또한, 각 검출기 세트는 볼 표면으로
부터 발생한 반점 패턴이 제1 검출기 및 이어서 제2 검출기에 의해 볼의 각도 회전으로써 연속적으로 검
출되는 방식으로 배치된 두 개의 검출기를 포함한다.  또한, 검출된 반점 사이의 천이 시간은 전자 수단
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볼의 각도 회전에 대해 두 방향에서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대
안적으로는, 검출기는 4중 검출기(quad detector) 또는 비슷한 검출기 어레이(detector array)로서 배치
될 수 있다.

대안적 실시예에서, 볼 표면에는 이동의 광학 검출을 위해 광학적으로 검출가능한 표시(marking)가 형성
된다.  표면으로부터의 전자기 방사선 반사 또는 레이저 광선의 반사는 검출기 및/또는 CCD 카메라에 의
해 검출되고 이어서 이 신호는 전자 신호 처리 유닛에서 볼이 회전한 방향을 제공하는 전자 신호로 변환
된다.  표시의 독취는 또한 콤팩트 디스크 기술 및 다른 형태의 광학 측정 장치로부터 기본적으로 공지된 
광학 시스템과 비슷한 광학 시스템에서 수행된다.

이 실시예에 따른 검출기는 또한 4중 검출기 또는 검출기 어레이로서 배치될 수 있다.

광학적으로 검출가능한 표시는 볼 표면에 바로 있는 정보층에 실시되거나 또는 양호하게는 서로 직교적이
고 거기에서 볼의 회전이 변환되며 상기 표시층이 제공되는 두 축 상의 정보층에 유리하게 실시될 수 있
다.  정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콤팩트 디스크로부터 공지된 바와 같이 양호하게는 투명 보호
층이 정보층에 마지막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장치는  한  끝에서  볼이  회전하도록  배치된  관  형태  하우징(tubular 
housing)을 포함하는 컴퓨터 펜으로서 형성된다.  또한, 반대쪽 끝에는 컴퓨터 펜이 케이블 연결 또는 무
선 연결 형태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 펜에는 전송기 및 일반적인 재충전가능 전지와 
같은 전원이 제공될 수 있다.  키는 연결된 컴퓨터에 추가적인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거의 관 형
태인 하우징의 측면에 배치될 수 있다.  거의 관 형태인 하우징은 물론 이 키는 인간공학적으로 바른 형
상으로 형성되고 배치된다.

일실시예에서, 레이저로부터의 레이저 광선을 두 개 이상의 광선으로 분리하는 것이 더 고려되고 있다.  
검출 수단은 검출기에 대한 보완으로서 또는 하나 이상의 검출기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CCD 
카메라를 포함할 수 있다.

전자 신호 처리 유닛은 펜의 집적된 부분일 수 있으며, 대안적으로는 광학 신호가 펜에서 부분적으로 바
로 처리되고 이어서 마지막 신호 처리는 컴퓨터 내부 에 있거나 컴퓨터에 부착된 전송 수신기 안에 결합
되어 있는 전자 신호 처리 유닛에 의해 수행된다.

광학적으로 검출가능한 표시는 볼 표면 상 직접 정보층으로서 실시되거나 또는 양호하게는 서로 직교적이
고 거기에서 볼의 회전이 변환되며 상기 표시층이 제공되는 두 축 상의 정보층으로서 유리하게 실시될 수 
있다.  정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콤팩트 디스크로부터 공지된 바와 같이 양호하게는 투명 보
호층이 정보층에 마지막으로 적용될 수 있다.

입력 장치는 전지 및 잔여 용량을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결합된 전지 용량 측정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사용 중에 입력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장치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표면에 표시가 형성된 일실시예에 따른 불의 기본적인 상세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학 검출 수단의 개략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장치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펜의 내부 구조도.

도 5는 도 1 및 5의 컴퓨터 펜의 광학 검출 수단의 상세도.

도 6a 및 6b는 '자연적' 표면을 가진 볼의 각도 회전을 검출하는 검출 수단의 주요도.

도 7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광학 검출 수단의 상세도.

도 8은 볼에 대한 검출기의 개략적인 상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검출 수단에 의한 각도 회전량 판단하기 위한 디지털 처리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검출 수단에 의한 각도 회전량 판단을 위한 처리 방법의 또다른 
부분을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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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도 1은 펜(1)의 거의 관 형태인 주요 부분(tubular main part)(3)의 보다 낮은 끝에 장착된 볼(ball)(2) 
및 펜(1)으로부터 컴퓨터(도시되지 않음)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반대쪽 끝에 있는 전송 수단(5)을 포함
하는 컴퓨터 펜(1)으로서 형성된 본 발명에 따른 입력 장치를 도시한다.  주요 부분(3)의 보다 낮은 부분
은 사용자가 손에 펜(1)을 잡았을 때 두 손가락에 놓이도록 펜(1)에 배치된 두 개의 버튼을 포함하는 키 
유닛(key unit)(4)을 장착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주요 부분(3)은 일반적으로 원형 단면으로 형성되지만 물론 원하는 설계에 따라 어떠
한 형태로도 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학 검출 수단(optical detection means)(11)은 볼의 회전을 두 방향에서 기
록하기 위해 주요 부분(3) 안에 볼(2)위에 배치되는데, 이로써 볼 회전을 통한 x 방향 및 y 방향에서의 
펜의 이동은 전송 수단(5)을 통해 컴퓨터로 전송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볼은 광학 검출 수단(11)에 의해 광학적으로 독취되어 전자적 위치 신호/위치 
변화 신호로 변환되는 광학적으로 독취가능한 표시(marking)를 구비하는 정보층(information layer)으로
써 형성된다.  검출 수단은 양호하게는 레이저 광(laser light)인 광원(light source), 하나 이상의 반사
기, 렌즈, 검출기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볼(2)은 코어(core)(7)를 포함한다.  표시를 포함하는 정보층(8)은 코어의 표
면 위에 제공된다.  정보층의 표면에는 광학적으로 반사가능한 반사층(reflection layer)(9)이 적용되어 
있다.  반사층(9)은 투명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료로 될 수 있는 보호층(10)이 덮고 있다.

볼 회전을 기록하여 이를 전자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광학 검출 수단(11)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
리한 실시예에서 레이저 광을 사용하여 동작한다.  레이저(12)는 렌즈(14)의 시스템, 검출기(15)를 통해
서 광을 전송하고 또한 편광 분리기(13) 및 양호하게는 4분파 판(quarter wave plate)(25)도 포함하는 반
사기를 통해서 광을 전송한다.  레이저 광은 정보층(8)의 표시에 대해 반사층(9)에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따라 볼 위 반사층(9)에 의해 여러 깊이로 반사된다.  렌즈(14) 및 시준 구멍(collimating hole)(24)은 
광이 볼 표면에 대해 올바르게 집광되는 것을 보장한다.  검출기(15)는 검출된 신호를 처리하는 전자적 
신호 처리 유닛과 통신하고, 처리된 신호는 이후에 컴퓨터로 전달된다.

컴퓨터 펜으로부터 컴퓨터로 전자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은 와이어(wire)(5) 또는 대안적으로는 도 1 및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에 수신기를 포함하고 펜에 전송기를 포함하는 무선 연결로써 될 수 있다.

도 1은 볼펜처럼 형성된 컴퓨터 펜을 도시한다.  도 1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위치(19)가 펜에
서 컴퓨터로의 신호 전송을 인터럽트할 때 볼(2)은 하우징(3) 안으로 들어간다.  펜에는 펜이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주머니 같은 곳에 실용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칩(chip)(21)이 제공된다.

도 4는 펜의 구조를 도시한다.  광학 검출 수단의 상부는 한쪽 또는 양쪽 끝에서 압력 감지 메터(20)에 
접촉되어 있다.  볼의 압력 및 볼 압력의 세기가 그에 의해 검출된다.  펜은 그리고 설치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로의 그래픽 입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펜을 기판에 눌러서 클릭하는 기
능을 위해 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므로 압력 감지 메터(20)가 클릭 키(4)에 대한 대안물 또는 
보완물로서 기능할 수 있고, 또한 볼 압력이 도면에서 사용되는 라인 두께에 대한 신호로 변환될 수 있으
므로 펜을 또한 일반적인 그래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펜은 그리
고 도면의 다른 형태가 가능한 것처럼 '수기(hand-writing)' 전자 메시지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펜은 볼펜이 오늘날 종이 기반 작업에 사용되는 것과 같이 
컴퓨터 기반 작업에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다.

압력 감지 메터(20)는 양호하게는 전도성 고무(conductive rubber) 재료로 구현된다.  이 고무 디스크의 
한쪽 면에는 영구적인 전기적 접촉점이 형성되고, 다른 쪽은 볼 압력이 인가될 때 전기적 접촉점으로 된
다.  고무 디스크는 볼 압력이 증가하는 만큼 접촉점 표면이 증가하도록 형성된다.  대안적으로, 압력 감
지 메터(20)는 압전(piezo-electric) 또는 인장 계측(strain gauge) 장치로서 제공될 수 있다.

펜의 구조는 도시된 실시예에서 펜에 집적된 처리기 유닛(18)을 더 포함한다.  대안적으로, 처리기 유닛
(18)은 컴퓨터 안 또는 외부의 전송 수신기에 집적될 수 있고 그안에서 광학 검출 수단(11) 및 압력 감지 
메터(20)-이것이 설치되어 있다면-에 의해 검출된 신호가 전자 신호로 변환되고 이 신호는 무선으로 적외
선 또는 라디오 전송 유닛에 의해 컴퓨터로 전송된다.   무선 연결은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라디오 주파수
에 기초하여 될 수 있다.  리튬 전지(lithium battery)와 같은 교환 가능 및/또는 재충전가능 전지(17)는 
펜 안의 전자 유닛(11, 18, 22)에 대한 전원으로서 처리기(18)와 연결되어 배치된다.

도 5는 광학 검출 수단(11)의 구조를 도시한다.  이것의 구조는 도 3을 참조하여 이미 기술되었다.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출 수단(11)은 광원(12), 이중 프리즘 유닛(double prism unit)(13)과 같은 렌즈 
시스템, 반사기로서의 스캔 대물렌즈(scanning  objective)(14),  정보층으로 코팅된 볼(2)을 하우징(23) 
내에 장착하여 수용하는 하우징(23)을 포함한다.

펜에는 하나 이상의 가속도계가 결합될 수 있다.  가속도계는 1, 2, 3차원에서 펜의 가속도를 측정한다.  
펜에 다른 가능한 기능을 결합하는 것은 펜의 수기 기능에 있어서 일반적인 볼펜 등과 완전히 동일한 수
기 기능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펜의 볼 헤드(ball head)가 기판에 대해 이동하여 컴퓨터에 기록을 할 때, 압력 감지 메터(20)는 항상 정
해진 압력을 나타낼 것이다.  예를 들면, 펜이 새 단어, 문자, 도면 등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 올려질 때
인 펜의 볼 헤드가 기판으로부터 들어 올려질 때, 컴퓨터 스크린/문서 상에 선을 긋지 않으면서 커서를 
새로운 시작 위치로 이동시키기만 할 것이 대개 요구된다.

펜의 가속도 측정량은 전자 신호 처리 유닛에서 변환되고, 그로 인하여 펜의 이동은 x축 및 y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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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될 수 있다.

펜은 그러므로 문서 작성 및/또는 도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볼 헤드가 이동 중 기판에 대해 활성화
될 때 이 이동이 x축 및 y축에 대한 커서의 이동 기록으로 변환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압력 감지 메터
는 볼 헤드 상에 정해진 압력을 동시에 기록할 것이다.  이 두 측정값의 결합은 예를 들면 이동을 선, 문
자, 다른 전자 '수기' 부호로서 기록시킨다.  다음 선, 문자, 또는 다른 전자 '수기' 부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해 펜이 기판으로부터 들어 올려질 때, 압력 감지 메터 상의 압력은 0
으로 떨어질 것이다.  압력이 0으로 떨어졌을 때, 가속도계 또는 가속도계들은 x 축 및 y축에 대한 펜 이
동의 검출을 이어받고, 그리고 커서는 x축 및 y축에 대해 그에 따라서 이동될 것이다.  볼의 회전을 통한 
이동과 비교하면, 가속도계(들)의 검출에 기초한 이동은 스크린 상에 전자 '수기' 표시(선, 부호 등)를 
남기지 않는다.

도 6A, 6B, 7-10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여러 가지 검출 수단을 상세하게 도시하고 있는데, 
검출 수단은 볼 표면에 위치한 특수 표시없이 볼의 각도 회전을 검출하도록 적응되어 있다.

도 6A에서 간섭성 광의 구형파(spherical wave)(100)는 초점 길이 f를 가진 수렴 렌즈(14)의 퓨리에 평면
(Fourier-plane)(11)에 위치한 레이저 점원(point source)(12)을로부터 발산한다.  구형파(100)는 볼(2)
의 표면(102)으로 전파하는 평면파(plane wave)(101)로 편광된다.  표면(102)은 대략 수렴 렌즈(14)의 퓨
리에 평면(130)에 배치된다.

위치 A(도 6B)의 평면파(101) 및 표면 소자(104)는 평면파(101)의 법선에 대해 각도 -Φ인 법선을 가진 
구형으로 산란된 반사파(105)를 제공한다.  이는 입수각이 반사각과 동일하도록 표면 소자(104)가 방향을 
잡을 때 발생한다.  볼(2)을 각도 Φ회전시킨 다음, 평면파(101)에 대해 이제 위치 B에 있는 동일한 표면 
소자(104)는 각도 +Φ인 새로운 반사파를 제공한다.  총괄하면, 볼의 Φ도 회전은 반사파의 2Φ 회전을 
제공한다.  도 6B는 퓨리에 평면(110) 바깥의 검출기 평면(150)에 위치한 검출기 (151 및 152)의 솔리드 
각도(solid angles)  내에 떨어지는 반사를 더 표시한다.

양호한 실시예의 단면을 도시하는 도 6B에서 평면파(101)는 산란된 반사성 및 비반사성 반사 사이에서 보
강 및 상쇄 간섭에 의한 반점(speckles)을 제공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반사된 복소파(complex wave) 패턴
(105)을 생성하는 회전하는 표면(102)으로부터 반사되고 발산된다.  반사된 복소파 패턴(105)은 검출기 
평면(150)에서 선형적으로 이동하는 감지가능(subjective) 반점(107)을 생성하는 수렴 렌즈(1114)에 의해 
복소 변환파(complex transformed wave) 패턴(106)으로 퓨리에 변환된다.  감지가능 반점(107)은 먼저 제
1 검출기(151) 및 제2 검출기(152)에 의해 검출된다.  제1 검출기(151)는 솔리드 각도 ΔΦ를 가지고 광
학축(103)에 대해 각도 거리 -Φ에서 검출기 평면(150)에 위치한다.  제2 검출기(152)는 양호하게는 제1 
검출기(151)와 비슷하고 또한 검출기 평면(150)에 각도 +Φ에 위치한다.  두 검출기(151 및 152)의 검출
기 신호는 이 분야에서 공지된 방법에 의해 전자적으로 상호상관되어지고(cross-correlated), 두 검출기 
신호 사이에서 최대 상호상관을 생성하는 시간 지연(time lag)을 추적하여 감지 가능 반점의 천이 시간이 
제공되어 볼(2)의 회전율 측정량으로 변환된다.

도 7은 볼 회전을 검출하기 위한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검출 수단의 광학 구현물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호하게는 680nm 내지 860nm 범위의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 원(12)으로부터의 
발산  광선은  렌즈(14)에  의해  수렴되어  볼(2)의  표면을  비추는  시준되거나  집광되어진  광선으로 
변환된다.  반점은 렌즈(114) 및 검출기(151x, 152y, 151x, 152y)가 배치되는 볼로부터 대략 20nm 떨어진 

거리에 형성된다.  이 반점들은 볼 회전에 따른 x 방향 및 y 방향에서의 변환을 디스플레이할 것이다.  
반점의 변위는 볼(2)의 각도 회전에 비례한다.

도 8은 볼(2)에 대한 검출기(151, 152) 및 렌즈(114)의 배치를 도시하는 단면적인 주요도이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도 8의 도시와 반대로 광학 검출 축(103)이 컴퓨터 펜 축으로부터의 오프셋(off-set)이 되도
록 볼 표면의 초점은 볼의 중심으로부터의 오프셋이다.  이는 컴퓨터 펜을 통상의 필기구로서 사용할 때 
펜의 떨림을 대략적으로 보상하는 컴퓨터 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떨림 때문에 방향 
검출에서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주어진 방향으로 볼이 회전할 때, 관련된 검출기(151, 152) 그룹에서 한 검출기로부터 다음으로 반점은 
전달될 것이다.  반점이 이동하고 볼 회전 방향에 해당하는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은 제2 검출기(152)가 
증가하는 신호를 가질 때 한 검출기 신호값을 관측하는 것이다.  제2 검출기가 증가하는 신호 세기를 가
지는 동안의 제1 검출기(151)의 큰 검출기 신호는 제1 검출기(151)로부터 제2 검출기(152)로 이동한 결과
이다.

도 9에서 반점 변환 및 방향을 추정하기 위한 처리 기술이 도시된다.  이 장치에 따라 볼 회전량은 검출
기 하나로부터의 고대역 통과 필터 신호에 대해 '제로 크로싱(zero crossing)' 수를 계수하여 추정될 수 
있다.   도  9에  따른  디지털  처리  방법은  이동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  반점  변위에  대해서도 강인한
(robust)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된다.   도  10에  도시된  전용  디지털  처리기는  한  방향에  대한 
것이다.  두 검출기로부터의 두 신호는 A  및 B로 지칭된다.  두 신호 X 및 Y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
이 A 및 B로부터 각각 논리 AND 게이트 및 OR 게이트에 의해 생성된다.  네 개의 'D 플립플롭'은 출력 A3

에서 '카운트 업(count up)' 및 출력 B3에서 '카운트 다운(count down)'을 위해 제공하도록 연결된다.  네 

개의 'D 플립플롭' 각각은 ↑로 표시된 입력이 하이(high)로 갈 때 D 입력 상태를 전송시킬 것이다.  출
력은 리셋 펄스가 수신될 때(R 입력이 영으로 갈 때)까지 유지되거나 또는 ↑로 표시된 입력은 새로운 D 
입력을 다시 전송하며 하이로 갈 것이다.

네 개의 검출기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는 증폭되고 고대역 통과 필터되며 이후 슈미츠 트리거(Schmitt 
trigger)를 써서 디지털화된다.  이 트리거에 포함된 것은 잘못된 제로 크로싱 검출을 제거하기 위한 작
은 양의 히스테리시스(hysteresis)이다.

도 10에 도 9의 처리 기술의 다른 부분이 도시되어 있다.  검출기(15)로부터의 신호는 유닛(200)에서 고
정 직류 수준(steady DC-level)에 대해 강화되고 클램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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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및 하강(rising and fall)' 검출기 유닛(202)에서 상승 신호는 콘덴서 C1보다 높은 콘덴서 C2의 전
압을 생성할 것이다.  비교기(203)의 상위 트리거 수준 및 비교기의 출력이 '하이'로 되는 것은 레이저 
동기화를 위한 AND1을 인에이블시킨다.  그리고 C1은 정해진 전압 차만큼 높게 다이오드 D1을 통해 C2의 
전압 변화를 따른다.  신호가 하강할 때 C1은 C2가 이 전압보다 정해진 양 아래로 될 때까지 이미 최고로 
얻어진 전압을 유지한다.  후자가 발생하면 비교기(203)의 하위 트리거 수준 및 출력이 '로우'로 된다.  
이는 정해진 전압 차만큼 낮게  C2의 전압 변화를 따르도록 다이오드 D2를 통해 AND2 및 C1을 인에이블시
킨다.  이 신호 처리의 결과는 상승 전압 신호가 '하이' 신호로 변환되고 하강 전압 신호가 '로우' 신호
로 변환된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신호 대 잡음 비를 가진 신호에서 잡음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컴퓨터 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 발명의 범위는 또한 트랙 볼(track ball) 또는 종래의 
컴퓨터 마우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입력 장치 형성과 연계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발명에 의해 실
현한다.

본 발명이 특정한 예로 기술되고 예시되었지만, 본 개시는 예시로서만 제시된 것이고, 본 기술의 숙련자
는, 부분의 결합 및 배열에서의 많은 변화가 청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에 대한 볼(ball)의 이동-상기 볼의 회전 이동은 전자 신호로 변환됨-에 의해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커서(cursor)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컴퓨터 펜과 같은 입력 장치에 있어서,

양호하게는  서로  직교인  두  방향에서  상기  볼의  각도  회전을  검출하기  위한  광학  검출  수단(optical 
detection means)을 포함하되,

상기 광학 검출 수단은 최소한 하나의 상당히 간섭성인 전자기 방사원(source of substantially coherent 
electromagnetic radiation) 및 최소한 하나의 렌즈 및 하나 이상의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검출  수단은  자연적인  표면과  같은  상기  볼  표면의  과립  구조(granular 
structure)로부터 산란된 전자기 방사선에 의해 반점 패턴(speckle pattern)의 이동을 검출하도록 적응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2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검출 수단은 검출기의 제1 및 제2 세트, 및 공통 
레이저 원(common laser source)을 포함하되, 상기 검출기 세트 각각은 제1 및 제2 방향에서의 각도 회전
을 검출하도록 적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 세트 각각은 상기 볼의 표면 위의 반점 패턴이 제1 검출기 및 이어서 제2 
검출기에 의해 상기 볼의 각도 회전으로써 연속적으로 검출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두 개의 검출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된 반점 사이의 천이 시간은 전자 수단에 의해 판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볼에는 상기 광학 검출 수단에 의해 광학적으로 검출 가능한 표시(marking)가 그 
표면에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성 광에 의해 조명되는 상기 볼의 표면 상의 면적은 상기 표면 위의 검출가능
한 표시와 동일한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8 

제6항 또는 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수단은 레이저 원(12),  하나 이상의 시준 렌즈
(collimating lenses) 및 양호하게는 원형화 렌즈(circularising lenses)를 더 포함하는 회절 광학 소자
(diffractive optical element) 및/또는 렌즈 시스템(14), 편광 광선 분리기(polarizing beam 
splitter)(13), 사분파 판(quarter-wave plate)(25), 하나 이상의 검출기(1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9 

제6항 또는 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볼은 표시, 반사층, 보호층을 포함하는 표시층(marking 
layer)으로 코팅된 코어(cor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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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또는 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볼의 상기 표시는 상기 검출 수단의 CCD 카메라에 의
해 검출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1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기는 양 방향에서의 상대적 이동 및 상기 검출 수단에 대
한 상기 볼 표면 상의 특정 표시의 거리를 검출하기 위한 2차 배열과 같은 어레이(array)로 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2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방사원 중의 최소한 하나의 광선은 두 개 이상의 광선
으로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3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볼은 스틸(steel)과 같은 반반사 강인 재료(semi-reflecting 
robust material)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4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는 볼 압력을 기록하기 위한 압력 감지 메터가 제공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5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는 1 또는 2 또는 3 차원에서 상기 장치의 가속도를 측
정할 수 있는 가속도계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6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한 쪽 끝에서 상기 볼이 회전가능하게 배치된 거의 관 
형태의 하우징(tubular housing)을 포함하는 컴퓨터 펜으로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7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장치는 상기 광학 검출 수단으로부터의 신호를 볼이 회
전하는 방향 또는 방향들에 해당하는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전자 신호 처리 유닛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8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검출 수단의 초점은 비대칭적으로 상기 볼의 표면을 향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9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볼의 회전 운동은 양호하게는 서로에 대해 직교로 배치된 두 
개의 축으로 전달되고, 상기 광학 검출 수단은 상기 축 각각의 각도 회전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20 

전술한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장치는 전지, 및 상기 입력 장치의 상기 전지의 잔여 용
량을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시켜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전지 용량 측정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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