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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리모트 콘트롤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포인터의 이동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을 구비하는 개선된 리모트 콘트

롤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콘트롤러는 선택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포인터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방향 지시 수단; 상

기 방향 지시 수단에 의해 이동되는 포인터에 의해 지시되는 객체의 선택을 나타내는 선택 지시 수단; 상기 방향 지시 수단

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에 응답하여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모드를 전환시킬 것을 지시하기 위한 이동 모드 전환 지시 수

단; 및 상기 방향 지시 수단, 선택 지시 수단, 이동 모드 전환 지시 수단의 선택에 응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를 발

생하는 변조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컨트롤러에 의하면 마우스형 포인팅 장치가 없어도 화면상에 표시되는 포인터를 통상의 커서 조

작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모트 콘트롤러의 제조 단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진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리모트 콘트롤러의 외관을 보이는 정면도로서 마우스 기능이 없는 예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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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리모트 콘트롤러 및 이에 의해 제어되는 A/V 시스템의 회로 구성들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종래의 리모트 콘트롤러의 외관을 보이는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콘트롤러의 외관을 보이는 정면도이다.

  도 5a 및 5b는 포커스 모드에서의 포인터의 이동을 도식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으로서 온스크린 메뉴 화면의 일

예를 보인다.

  도 6은 커서 모드에서의 포인터의 이동을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으로서 웹 페이지의 일 예를 보인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장치의 회로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포인터 이동 모드 제어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모트 콘트롤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포인터의 이동 모드를 커서 모드와 포커스 모드에서 전환하는 포인터

이동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TV나 STB(Set Top Box)등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게임이나 웹브라우징(web browsing 등의 새로운 어플리케

이션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이퍼미디어(hyper media) 방송이나 데이터 방송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

비하여 조이스틱(joy stick), 트랙볼(track ball) 등의 마우스형 포인팅 장치를 장착한 리모트 콘트롤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마우스 일체형 리모트 콘트롤러는 us 6,466, 154(2002. 10. 15 공개), 일본공개특허 2000-330700(2000. 11.

30 공개), 일본공개특허 2002-110158(2002. 5. 17 공개) 등에 개시되고 있다.

  이러한 리모트 콘트롤러는 마우스형 포인팅 장치를 구비함에 의해 포인터의 조작이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로 인

하여 리모트 콘트롤러의 제조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트랙볼 마우스를 장착한 리모트 콘트롤러는 트랙볼을 굴릴 수 있도록 평판 위에 놓고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유

로운 사용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조이스틱이나 에어볼을 장착한 리모트 콘트롤러는 트랙볼 마우스를 장착한 리모

트 콘트롤러에 비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조단가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간단한 구성으로 마우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리모트 콘

트롤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의 리모트 콘트롤러에 적합한 포인터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콘트롤러는

  선택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포인터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방향 지시 수단;

  상기 방향 지시 수단에 의해 이동되는 포인터에 의해 지시되는 객체의 선택을 나타내는 선택 지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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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방향 지시 수단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에 응답하여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모드를 전환시킬 것을 지시하기 위한 이

동 모드 전환 지시 수단; 및

  상기 방향 지시 수단, 선택 지시 수단, 이동 모드 전환 지시 수단의 선택에 응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

는 변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어 방법은

  리모트 콘트롤러에서 제공되는 포인터 방향 지시 명령과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모드를 포커스 모드와 커서 모드 사이에서

전환시킬 것을 지시하기 위한 포인터 이동 모드 전환 명령에 응답하여 화면상에 표시되는 포인터의 이동을 제어하는 방법

에 있어서,

  이동 모드 전환 명령이 수신되면 이동 모드를 포커스 이동 모드와 커서 이동 모드 사이에서 전환시키는 과정;

  포인터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 지시 명령을 수신하는 과정;

  설정된 이동 모드가 포커스 모드이면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응답하여 포인터를 선택 가능한 아이템들 중에서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상당하는 방향의 객체를 탐색하고, 해당 객체 상으로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과정; 및

  설정된 이동 모드가 커서 모드이면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상당하는 방향으로 소정의 단위 거리만큼 포인터를 이동시

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포인터는 선택할 객체를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포커스 혹은 커서를 의미한다. 포커스는 선택 가능한 객체들

상에서만 이동되는 즉, 객체 종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포인터이고, 커서는 객체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동되는 즉, 객체 독

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포인터이다. 포커스는 탑다운(top down) 메뉴, 팝업(pop up) 메뉴, 온스크린 메뉴(on screen)메

뉴 등에서 사용되는 바(bar) 형태의 포인터로서 통상 현재 선택 가능한 메뉴 아이템과 다른 메뉴 아이템과의 구별을 위해

색상이 반전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종래의 리모트 콘트롤러의 외관을 보이는 정면도로서 마우스 기능이 없는 예를 보이는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리모트 콘트롤러는 본체(100)상에 주기능 버튼부(102), 방향 지시 버튼부(104)들이 마련되어 있

다. 버튼부들(102, 104)의 조작에 의한 기능 제어 명령은 본체(100) 선단부에 마련된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110)를 통하

여 광신호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리모트 콘트롤러 및 이에 의해 제어되는 A/V 시스템의 회로 구성들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모트 콘트롤러(100)는 주기능 버튼부(102), 방향 지시 버튼부(104), 제어부(106), 메모리(108) 및 원

격 제어 신호 송신부(110)로 구성된다.

  주기능 버튼부(102)에 설치되는 복수개의 주기능 버튼들은 AV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

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고, 방향 지시 버튼부(104)는 화면상에 표시되는 포인터를 좌우상하로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버튼들

과 선택을 나타내는 버튼으로 구성된다.

  제어부(106)는 AV 시스템으로 해당되는 원격 제어 신호가 송출되도록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110)를 제어한다. 이를 위

하여 제어부(106)는 메모리(108)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 정보를 참조한다. 메모리(108)에는 버튼부들(102, 104)에 구비되

어 있는 각종 버튼에 대응되는 코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AV 시스템(200)은 텔레비전, DVD(Digital Video Disc)와 같은 일반 홈 시어터(home theater) 제품을 비롯한 원격 제어

가 가능한 전자 장치로서, 온 스크린 문자 혹은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영상 처리 시스템이다. 이러한 AV 시스템(200)은 원

격 제어 신호 수신부(202), 제어부(204), 메모리(206), OSD(On Screen Display) 처리부(208), 디스플레이 부((210) 및

기능 수행부(212)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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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제어 신호 수신부(202)는 리모트 콘트롤러(100)의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110)로부터 송출되는 원격 제어신호를

수신한다.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110)가 적외선 송출기로 구성된 경우에 원격 제어 신호 수신부(202)는 적외선 수신기로

구성된다.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는 제어부(204)로 전송된다.

  제어부(204)는 수신된 원격 제어신호에 대응되는 코드가 메모리(206)에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이는 해당되는 AV

시스템(200)이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에 대응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메모리(206)에는 해당되는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관련된 원격 제어 신호에 대응되는 코드 정보가 저장된다. 만

약 수신된 원격 제어신호에 대응되는 코드가 메모리(206)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제어부(204)는 현재 수신된 원격 제어

신호를 무시한다.

  수신된 원격 제어신호에 대응되는 코드가 메모리(206)에 저장되어 있으면, 제어부(204)는 메모리(206)로부터 제공된 코

드를 토대로 기능 수행부(212)를 제어한다.

  기능 수행부(212)는 해당되는 AV 시스템(200)의 기능에 따라 설정된다. 예를 들어, 리모트 콘트롤러(100)로부터 AV 시

스템(200)에 대한 전원 오프가 요구된 경우에, 제어부(202)는 기능 수행부(212)를 제어하여 각 장치의 전원을 오프시킨

다. 기능 수행부(212)는 설명의 편의상 하나의 블록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해당되는 AV 시스템(200)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어부(202)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 혹은 기능 수행의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메모리(206)로부터 읽

어 OSD 처리부(208)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OSD 처리부(208)는 온 스크린 문자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는 디스플레이부(210)로 전송되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 된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을 보면서 사용자가 리모트 콘트롤러(100)의 방향 지시 버튼부(104)에 구비되어 있는 방

향 키(또는 화살표 키)를 제어하면, 제어부(202)는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따라 포커스를 선택 가능한 메뉴 아이템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 메뉴 아이템과 구별되게 표시한다.

  도 3은 종래의 리모트 콘트롤러의 외관을 보이는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종래의 마우스 일체형 리모트 콘트롤러는 케이스

본체(300)상에 다수의 주기능 버튼부(302)와, 방향 지시 버튼부(304), 화면상에서 커서의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

치된 트랙볼(312)이 마련되어 있고, 버튼부들(202, 204)과 트랙볼(312)의 조작에 의한 기능 제어 명령은 본체(300) 선단

부에 마련된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310)를 통하여 광신호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버튼부들(302, 304) 및 트랙볼(312)의 조작에 의해서 본체의 기능제어를 위한 광신호가 상기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

(310)를 통해서 발신된다. 이러한 광신호는 본체에 마련되는 수신부에서 수신된다. 예를 들면, 주기능 버튼부(302)의 조작

에 의해 텔레비전을 온/오프 시킬 수 있고, 채널 변경 및 음량변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커서를 조작할 경우에는 통상의 마우스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트랙볼(312)을 손가락으로 조작한다. 트랙볼(312)의

운동에 의해서 스크린 상의 커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게 된다. 도 3에 도시된 리모트 콘트롤러와 유사한 형

태의 마우스 일체형 리모트 콘트롤러들로서는 미합중국 공개특허 6,115,030(2000. 9. 5 공개)에 개시되는 바와 같이 트랙

볼 대신에 움직일 수 있는 막대(stud)을 가지는 트랙 포인팅 장치를 가지는 것, 대한민국 공개특허 2000-25970호(2000.

5. 6 공개)에 개시되는 바와 같이 트랙볼 대신에 러버(rubber) 스위치를 가지는 것 등이 있다.

  그렇지만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마우스 일체형 리모트 콘트롤러는 트랙볼, 조이스틱 등의 마우스형 포인팅 장치를 리

모트 콘트롤러에 장착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조단가가 높아지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콘트롤러의 외관을 보이는 정면도이다. 도 4에 도시된 장치는 케이스 본체(400)상에 주기

능 버튼부(402), 좌우상하의 포인터 이동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방향 지시 버튼부(404), 그리고 방향 지시 버튼부(404)에

의한 포인터 이동 모드의 전환을 지시하기 위한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12)을 포함한다.

  주기능 버튼부(402)와 방향 지시 버튼부(404)의 조작에 의한 제어 명령은 본체(400) 선단부에 마련된 원격 제어 신호 송

신부(410)를 통하여 광신호로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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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부들(402, 404)의 조작에 의해서 본체의 기능 제어를 위한 광신호가 상기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410)를 통해서 발

신된다. 이러한 광신호는 본체에 마련되는 수신부(미도시)에서 수신된다. 예를 들면, 주기능 버튼부(402)의 조작에 의해

텔레비전을 온/오프 시킬 수 있고, 채널 변경 및 음량변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포인터의 위치를 조작할 경우에는 방향 지시 버튼부(404)에 의해 스크린 상의 포인터의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게 된다.

  방향 지시 버튼부(404)의 버튼들이 눌려졌을 때 스크린 상에서의 포인터의 이동 모드는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12)

에 의해 결정된다.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08)은 포커스 모드와 커서 모드의 전환을 지시한다.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

튼(412)은 토글 스위치로서 동작하며 그것이 눌려질 때마다 커서 이동 모드가 포커스 모드와 커서 모드 사이에서 전환된

다.

  여기서, 포커스 모드는 포인터가 선택 가능한 객체들 상에서만 이동되는 모드이고, 커서 모드는 포인터가 객체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동되는 모드이다. 포커스 모드는 메뉴 화면에서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도 4에 도시된 장치는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12)을 채택함에 의해 포인터의 이동 모드를 포커스 모드와 커서 모드

사이에서 전환시킬 수 있게 한다. 즉, 리모트 콘트롤러에 의해 제어되는 본체가 스크린 상에 포인터를 표시 및 이동시킴에

있어서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12)에 의해 지시된 내용을 참조한다. 커서 모드에서는 리모트 콘트롤러에 장착된 방향

지시 버튼부(404)를 이용하여 포인터를 자유로이 이동하게 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콘트롤러는 종래의 리모트 콘

트롤러에서처럼 트랙볼, 조이스틱 같은 마우스형 포인팅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서도 포인터를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트 콘트롤러의 제조 단가가 절감되게 된다.

  도 5a 및 5b는 포커스 모드에서의 포인터의 이동을 도식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으로서 온스크린 메뉴 화면의 일

예를 보인다. 도 5a에 도시된 메뉴 화면에는 다수의 선택 가능한 메뉴 아이템들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과는 다른 색의 바(bar, 502)로 표시되고 있다. 이 바를 포커스라고 부르며, 방향 지시 버튼부(404)

에 의해 메뉴 아이템들 사이에서 이동한다. 예를 들어, 도 5a에 도시된 상태에서 방향 지시 버튼부(420)를 통하여 왼쪽으

로 이동할 것이 지시되면 포커스(402)가 'S.F/T'로 표시된 메뉴 아이템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도 5b에 도시되는 바와 같

이 'SLOW'로 표시된 메뉴 아이템은 다른 메뉴 아이템들과 같은 색으로 바뀌고 'S.F/T'로 표시된 메뉴 아이템은 다른 색으

로 바뀐다. 포커스(502)는 메뉴 아이템 상에서만 존재한다. 즉, 포커스(502)가 메뉴 영역의 외부에 존재할 수 없으며, 메뉴

아이템들의 중간에 위치할 수도 없다.

  도 6은 커서 모드에서의 포인터의 이동을 도식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으로서 웹 페이지의 일 예를 보인다. 웹 페이

지에서 선택 가능한 객체들은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링크된 도면 등이며 하이퍼텍스트는 통상 밑줄이 쳐진 텍스트로 표시

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커서(602)는 선택 가능한 객체들 상에만 위치하지 않고 어느 곳이거나 자유로이 움직여질

수 있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장치의 회로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7에 도시된 장치는 주기능 버튼부(402), 방향 지시 버튼부(404), 제어부(406), 메모리(408), 그리고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410)를 구비한다. 주기능 버튼부(402)와 방향 지시 버튼부(404)는 제어부(704)와 전기적으로 결합된다.

  제어부(404)는 주기능 버튼부(402), 방향 지시 버튼부(404),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12)에서의 각각의 버튼의 눌림

을 판별하고, 메모리(408)를 참조하여 눌려진 버튼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도록 원격 제어 신호 송신부(410)를

제어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포인터 이동 제어 방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4의 리모트 콘트롤러에 의해 제어되는 본체는 리모트 콘트롤러(400)에서 송신되는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

수신된 신호를 해독하여 그에 상응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특히, 본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는 리모트 콘트롤러(400)에서 제공되는 방향 지시 명령 및 이동 전환 명령에 응답하여 포인터의 이동 모드를 제어한다. 포

인터의 이동 모드는 포커스 모드와 커서 모드의 하나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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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모드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포커스가 선택 가능한 객체들 상에서만 위치하도록 포인터를 이동시키

는 모드이며, 커서 모드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커서가 객체의 위치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모드이다.

  먼저,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모드를 전환시킬 것을 지시하기 위한 이동 모드 전환 명령이 수신되면(s802) 현재 설정된 이

동 모드를 전환시킨다.(s804)

  본체의 초기 동작에 있어서 포인터의 이동 모드는 포커스 모드로 설정된다. 사용자가 커서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도 4에

도시된 리모트 콘트롤러의 이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12)을 누른다. 이에 따라 이동 모드 전환 명령이 본체로 전송되고,

본체는 이를 수신하여 커서 모드로 전환한다.

  포인터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 지시 명령을 수신한다.(s806).

  설정된 모드가 포커스 모드인지 커서 모드인지를 판단한다.(s808)

  설정된 모드가 포커스 모드이면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응답하여 포인터를 선택 가능한 아이템들 중에서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상당하는 방향의 아이템을 탐색하고, 해당 아이템 상으로 포인터를 이동시킨다.(s810)

  한편, 설정된 모드가 커서 모드이면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상당하는 방향으로 소정의 단위 거리만큼 포인터를 이동시

킨다.(s812)

  커서 이동 모드는 하이퍼미디어나 데이터 방송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클릭비디오(ClickVideo)라는 상호작용이 가능

한 하이퍼미디어 기술은 동영상의 특정 객체에 대한 부가 정보를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동영상에 나타나는 제품의 어떤 부품을 선택했을 때 해당 제품의 상세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한 커서 이동 모드는 이

동 모드 전환 지시 버튼(412)을 선택함에 의해 활성화된다.

  하이퍼미디어 방송에 따른 화면에 있어서 초기 동작시에는 화면상에 커서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이동 모드 전

환 지시 버튼(412)이 눌려지면 화면상에 커서가 표시되고 방향 지시 버튼부(404)의 조작에 따라 커서가 좌우상하 방향으

로 이동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리모트 컨트롤러에 의하면, 마우스형 포인팅 장치가 없어도 화면상에 표시되는 포인터

를 통상의 커서 조작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모트 콘트롤러의 제조 단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리모트 콘트롤러에서 제공되는 포인터 방향 지시 명령과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모드를 포커스 모드와 커서 모드 사이에서

전환시킬 것을 지시하기 위한 포인터 이동 모드 전환 명령에 응답하여 화면상에 표시되는 포인터의 이동을 제어하는 방법

에 있어서,

  이동 모드 전환 명령이 수신되면 이동 모드를 포커스 이동 모드와 커서 이동 모드 사이에서 전환시키는 과정;

  포인터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 지시 명령을 수신하는 과정;

  설정된 이동 모드가 포커스 모드이면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응답하여 포인터를 선택 가능한 아이템들 중에서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상당하는 방향의 객체를 탐색하고, 해당 객체 상으로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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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된 이동 모드가 커서 모드이면 수신된 방향 지시 명령에 상당하는 방향으로 소정의 단위 거리만큼 포인터를 이동시

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포인터 이동 제어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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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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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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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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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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