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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 및 사용자가 그 장치 내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1>
하기 위한 장치에 결합된 입력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 디바이스는 
지지 구조와 데이터를 입력시키기 위하여 그 지지 구조에 대해 축 둘레의 회전을 겪을 수 있는 부재를 포
함한다. 또한, 그 부재 및 그 지지 구조는 서로에 대해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을 겪을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그러한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입력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며, 사용자가 그 시스템과 촉각적
으로(tactilely)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서두에서 지정된 입력 디바이스의 잘 공지되어 있는 예들은 마우스 및 트랙볼이다. 이들 디바이<2>
스들은 사용자가 인간 공학 방식으로 PC 또는 워크스테이션 (work station)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우스와 트랙볼 둘 모두는 볼 또는 실린더와 같은 회전 가능하게 걸려 있는 부재를 포함하며, 하우징에 대
한 회전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상에서 2차원 필드내의 커서(cursor)의 위치를 제어한다. 통상적으로, 
마우스 또는 트랙볼에는 사용자가 선택 신호들을 그 시스템 내로 입력하여, 예를 들어 아이콘(icon) 위에 
커서를 위치시킴으로써 상기 신호를 선택한 후 그 아이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동 선택 스위치
(hand-operated selection switch)들이 제공된다.

미국특허 제5,237,311호는 경첩식으로(hingedly) 지지되는 트랙볼을 기재한다. 트랙볼의 회전 가<3>
능한 부재 상에 이미 지정된 임계값보다 더 큰 크기의 힘을 수직 하방으로 가하는 것은 앞서 말한 선택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진 스위치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므로, 그 디바이스는 트랙볼의 회전 가능한 부
재로 선택 스위치를 기능적으로 집적한다. 이런 구성은 틀림없이 회전 가능부재와는 별도로 동작할 수 있
는 키, 즉 그 키에 도달할 시에 부재의 우연한 회전의 키에 따라 마우스 또는 트랙볼 내의 고유의 문제를 
해결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4>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입력 디바이스의 응용성의 범위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5>
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두에 지정된 종류의 입력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개요<6>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서론에 지정된 바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며, 상기 디바이스는 셋 또는 그<7>
보다 많은 상태들 중 각각의 상태들을 취하는 트랜스레이션에 응답하여 그 데이터의 각각의 다른 것들을 
발생시키도록 동작하는 데이터 발생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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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지지 구조에 대한 회전 가능 부재의 수직 이동이 종래에는 부재를 터닝(turning)함으<8>
로써 양호하게 제어되는 (수직) Z-좌표, (수평) X-좌표 및 Y-좌표의 독립 제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
에 기초한다. 이러한 수직 제어는 인용된 기술에서와 같이 단순한 이진 스위치의 기능을 넘어서 필수적으
로 연장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공지된 디바이스에서, 회전 가능 부재의 수직 이동은 단지 선택 스
위치의 기능성을 구현하는 데에 이용된다. 즉, 공지된 디바이스 내의 하우징에 대한 부재의 수직 변위
(displacement)는 단지 두 상태들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회전 부재의 
트랜스레이션 이동은 임의 해결에 따른 복수의 Z-좌표들 중 각각의 좌표들을 나타내는 각각의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데 이용된다. X 및 Y 좌표들의 발생은 종래의 디바이스와 유사한 회전 가능 부재의 순수 회전
들을 통해 달성된다. 수직 변위의 셋 또는 그보다 많은 상태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결과로서, 입력 디바이
스의 응용성은 인간 공학, 진정한 3차원 입력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Z 좌표를 제어할 능력으로 확장
된다.

바람직하게, 그 디바이스는 장치의 제어 하에서 부재를 구동하기 위한 촉각 (tactile) 피드백 수<9>
단을 더 포함한다. 촉각 피드백 수단은 적어도 부재의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구동 수단, 또는 서로
에 대한 부재 및 지지 구조의 트랜스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제 2 구동 수단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에 
의해 제공된 시각 큐들(visual cues) 이외에, 이제 가상 작업공간(virtual workspace)을 통해 네비게이팅
할 때 사용자를 원조하는 촉각 큐가 있다. 시각 및 촉각 큐 둘 모두는 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또한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각적 손상에 배타적이지 않다.

제 1 구동 수단에 대해, X-좌표 및 Y-좌표에 대해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 디<10>
바이스를 기재하는 유럽특허공보 EP-A 0-489 469(PHN 13522)가 참조된다. 디바이스는 부재의 회전을 제어
하기 위해 디바이스의 회전 가능 부재 상의 부 및 정 토크들(torques) 둘 모두를 제어 가능하게 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런 토크들은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2차원의 가상 작업공간에 시각적 억세스
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상에 커서의 제어를 원조하기 위해, 디바이스를 조작하는 사용자에 촉각 큐들을 
공급한다. 시각 및/또는 청각 감각들에 터치(touch)를 부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의 대
역폭(bandwidth)을 증가시킨다. 정 및 부 토크들은 예를 들어 바람직한 위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장치의 디스플레이 상에 미리 정의된 촉각 필드로부터 얻는다.

제 2 구동 수단은 바람직하게 디바이스의 회전 가능 부재 상으로 정 및 부 힘들을 가하도록 동작<11>
한다. 그 부재는 예를 들어 고정된 축 둘레로 제어 가능하게 피봇하도록 하는 스윙 암(swing arm) 상에 
장착된다. 그 부재 자체는 종래의 디바이스에서와 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회전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그 입력 디바이스는 그 입력 디바이스 상의 사용자에 의해 가해진 힘을 감지하기 <12>
위해 힘 센서를 포함한다. 그 센서는 예를 들어 미리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하자마자 시스템 내로 데이터
의 입력을 개시하거나, 부재 및 지지 구조가 수직 방향으로 서로에 대해 이동될 시에 마진, 또는 촉각 피
드백 수단의 제어를 허용할 사용자의 의도를 신호하도록 동작한다. 그 센서는 바람직하게 그 힘의 크기를 
연속적으로 감지한다. 그 센서는 예를 들어 다른 처리를 위해 A/D 변환기에 의한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되
는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하는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강도 또는 그 촉각 피드백의 또 다른 특징의 원하는 크기를 선택할 수 <13>
있도록, 촉각 피드백 수단은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하다. 사용자는 예를 들어 촉각 피드백을 결정하는 원
하는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설정하기 위해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인에
이블된다.

그러한 입력 디바이스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억세스 가능한 가상 작업공간 내에서 동작하<14>
기에 매우 적절하고, 3차원 촉각 필드들이 제공된다. 그 필드들은 미리-프로그램되고, 어플리케이션-제어
되며, 사용자-프로그램 가능하거나 그의 조합이 가능해진다. EP-A 0-489 469에 언급된 촉각 필드들은 또
한 예를 들어 트랜스레이셔널 피드백(translational feedback)을 제어하기 위해 그래픽 이미지의 각 픽셀
에 대해 그의 관련 깊이를 지정하는 Z-버퍼 정보와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다.

종래의 입력 디바이스, 또는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EP-A 0 489 469의 입력 디바이스는, 수직 이<15>
동에 속하는 촉각 피드백을 갖거나 또는 갖지 않고 Z-좌표 제어를 제공하는데 적응될 수 있다. 이어서 종
래의 디바이스는 전체적으로 지지 구조에 대해 종래의 디바이스의 실질적으로 수직인 운동을 허용하는 지
지 구조상으로 전체적으로 장착된다. 이어서 데이터 발생 수단은 지지 구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종래의 디
바이스의 수직 트랜스레이션에 응답하여 그 데이터를 발생시키도록 동작한다. 종래의 디바이스 및 데이터 
발생 수단 둘 모두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는 X-좌표, Y-좌표 및 Z-좌표간에 적절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
절한 인터페이스(예를 들어, 병렬 또는 시간-멀티플렉싱된 데이터 등)를 통해 데이터 처리 장치에 공급되
어야 한다. 수직 촉각 피드백은 적절한 액츄에이터 수단을 통해 지지 구조에 대해 종래의 디바이스의 이
동 제어를 통해 달성된다.

이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진정한 3D 제어 능력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사용<16>
자-상호작용의 범위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Z-좌표가 이미 제어 가능한 X-좌표 및 Y-좌표 이외에 본 발
명에서 제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사용자는 입력 디바이스를 통해 진정한 3D 가상 세계 내에서 바람직
하게는 촉각 피드백으로 네비게이팅할 수 있게 된다. 대안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Z 좌표를 조작하는 것은 
회전 가능 부재의 종래의 회전에 의해 위치가 제어되는 커서의 속도를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커서 
속도는 Z 좌표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증가된다. 이는 피드백 수단에 의해 부재 상에 가
해진 수직 반응력(reaction force)으로 수반될 수 있으며, 그 반응력은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입력 디바이스의 촉각 피드백 수단의 제어를 위한 제
어 데이터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된 EP-A 0 489 469의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촉각 큐들 
이외에, 지지 구조에 대해 회전 가능부재의 수직 위치의 제어를 통해 이용 가능한 깊이가 있다.

본 발명의 입력 디바이스는 특히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된 복수의 오버랩핑 윈도우들 사이의 촉<17>
각 제어 하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촉각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종류의 사용자-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
스템으로 사용자가 촉각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시스템상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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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윈도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인에이블하고, 실질적으로 트랜스레이션 방향으로 입력 디
바이스에 의해 가해진 저항력을 사용자가 겪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와, 연속적으로 오버랩 윈도우들간의 
트랜스레이션 시에 사용자에 의해 극복되도록 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한다.

종래에는, 제 1 윈도우에서 제 2 윈도우로의 트랜스레이션은 윈도우 영역 외부에 리스트된 메뉴 <18>
옵션에 커서를 재위치시키기 위해 마우스 또는 트랙볼을 이용한다. 커서를 재위치시키는 대신에, 깊이 제
어는 이제 사용자가 윈도우들 사이에서 상당히 고속으로 스위칭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윈도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상 작업 공간은 복수의 레벨들로 분류된다. 각 레<19>
벨은 각 윈도우로 표시된다. 그 윈도우들은 개방 윈도우, 즉 사용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윈도우가 그 
개방 윈도우의 레벨보다 낮은 레벨의 윈도우를 오버랩하는 식으로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므로, 시각 표시
는 깊이를 제시한다. 본 발명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입력 디바이스를 통해 촉각 피드백을 사용
자에게 제공할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보다 낮은 레벨 윈도우로 진행할 사용자에 대해서는, 임의의 프로파
일(profile)을 가진 저항력에 맞서 부재 또는 지지 구조를 눌러야(depress)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힘 
임계값을  극복하는  것은  현재  윈도우를  닫을  때  시스템에  의해  해석된다.  부재의  레팅  루즈(letting 
loose)는 다음 고 레벨 윈도우의 선택으로서 시스템에 의해 해석되고, 계속되는 누름 (depression)은 다
음 저레벨 윈도우의 선택으로서 해석된다. 사용자는 레벨 중에서 그의 현재 위치에 관한 시각 정보를 제
공하는 시스템에 의해 원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의 윈도우들의 시퀀스는 복수의 박스들의 시퀀스
로서 시각적으로 표시된다. 윈도우의 시퀀스의 사용자 위치는 관련 박스를 지시함으로써, 예를 들어 하이
라이팅(highlighting)함으로써 명백해진다. 사용자가 저항에 대항해 입력 디바이스의 회전 가능 부재를 
누르는 경우 또는 그 부재를 누른 후 느슨하게 하는 경우, 다음 보다 낮거나 보다 높은 박스는 다음 레벨
로의 전이를 확인하도록 지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마우스 또는 트랙볼 대신에, 다른 입력 디바이스들은 다중 윈도우 소프트웨어 어<20>
플리케이션과 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입력 디바이스는 바람직하게는 커서
의 위치를 제어할 커서 제어 수단에 부가하여 촉각 피드백을 이용하여 깊이 제어를 위한 수단을 갖는다. 
예를  들어,  조이스틱(joy-stick)이  사용자의  엄지손가락에  의해  눌러질  상부에  추가적인  버튼이 
제공된다. 촉각 피드백은 버튼을 움직일 시에 사용자에 의해 감지된 저항에 영향을 준다. 다시, 이런 촉
각 피드백 동작 버튼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버튼은 스프링 하중식이고(spring-
loaded), 스틱의 축 내부에서 상하로 기울어질 수 있다. 축과 버튼간의 마찰 또는 스프링이 제어 가능하
게 한다. 시스템으로부터 스틱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예를 들어 버튼과 축 사이를 고정하는 탄성 스냅을 
일시적으로 생성하도록 축의 모양을 차례로 변화시키는 전자-기계 트랜스듀서를 동작하기 위한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된다. 대안으로, 트랜스듀서는 스프링의 압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다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이 또한 본 발명으로부터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커서 위치<21>
설정 시간 및 위치설정 부정확성들이 종래의 시각 피드백 외에도 촉각 피드백을 이용하여 상당히 감소된
다는 것이 테스트로 증명되었다. 촉각 피드백은 가상 작업공간에서 한정된 적절한 촉각 필드들로부터 얻
는다. 이런 개선은 다양한 이유들로부터 일어난다. 단일 촉각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은 시각 또는 청각 
큐들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빠르며, 이는 커서가 일단 타겟 영역에 들어가면 더 빠른 응답들을 유도한다. 
또한, 입력 디바이스에 물리적으로 인가되는 촉각 피드백의 결과로서, 사용자가 이런 피드백을 해석하는 
데에 요구되는 시간은 최소이다. 게다가, 사용자들은 캐칭 효과(catching effect)를 이용하여, 타겟 영역
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빠른 이동 동작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시스템이 커서를 캐치할 것이라는 지식을 
얻는다.

본 발명은 다중 매체 환경에서 상호교환성 모드들을 필수적으로 확장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관리<22>
를 통해 보다 나은 제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 및 상세한 설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예의 방식으로 아래에 기재된<23>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도면들.<24>

도 3 내지 도 6은 본 발명의 입력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예들의 도면.<25>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의 입력 디바이스를 조작할 시 사용자에 의해 네비게이팅할 촉각 필드들<26>
을 설명한 도면.

실시예

도면에서, 동일 참조 부호들은 유사하거나 대응하는 형태를 가리킨다.<27>

시스템 구조<28>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의 도면이다. 시스템(100)의 상세한 설명들은 도 <29>
2 내지 도 5를 참조로 하여 아래에 기재된다. 시스템(100)은 데이터 처리 장치(102), 예를 들어 디스플레
이가 제공된 PC(도시되지 않음)와 데이터를 장치(102)내로 입력하기 위한 장치(102)에 결합된 입력 디바
이스(104)를 포함한다. 디바이스(104)는 지지구조(106)에 대한 축 둘레로 부재(108)의 회전의 양 및 방향
을 감지하는 제 1 센서 수단(110)을 포함하고, 장치(102)의 제어를 위해 데이터 내로 그 회전들을 트랜스
레이팅한다. 부재(108)의 회전들은 예를 들어, 장치 (102)의 디스플레이 상에 2-차원(X-Y) 필드 내의 커
서(도시되지 않음)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러한 제 1 센서 수단(110)은 예를 들어 EP-A 0-489 469호로부터 
공지되어 있으며, 여기서 더 이상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르면, 부재(108)는 다른 트랜스레이션 방향들이 또한 실행될 수 있을지라도 이 예에<30>
서는, 실질적으로 가상으로 도시된 라인(112)을 따라, 즉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지지 구조(106)에 대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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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레이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재(108)는 예를 들어 수직 탄성 소자(여기서 도시되지 않음), 수직 
평면에서 제어 가능하게 피봇할 수 있는 스윙 암(여기서 도시되지 않음), 또는 차의 ABS 시스템이나 자기
장 등에서와 같이 전자적으로 조절된 유체 압력 하에서 실린더 내에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여
기서 도시되지 않음) 상에 장착된다. 디바이스 (104)는 라인(112)을 따라 부재(108)의 수직 변위의 양 및 
방향을 감지하고 그 감지된 양들을 장치(102)에 공급하기 위한 다른 데이터로 변환하도록 동작하는 제 2 
센서 수단(114)을 포함한다. 제 2 센서 수단(114)의 복수의 실시예들은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기재
된다.

바람직하게는, 입력 디바이스(104)는 사용자에게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장치(102)의 제어 <31>
하에서 부재(108) 상에 정 및 부 토크를 가할 제 1 구동 수단(116)을 포함한다. 이어서 디바이스(104)와 
장치(102) 사이의 접속(118)은 제 1 구동 수단(116)의 토크들의 극성, 방향 및 크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양방향이다. 제 1 센서 수단(110) 및 제 1 구동 수단(116)은 예를 들어 전기 DC 모터 내에서 서로와 물리
적으로 집적될 수 있다. 제 1 구동 수단(116)은 예를 들어 앞서 인용된 EP-A 0 489 469호에 기재되고 본 
명세서에 참조로 통합된 형태이다. 대안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입력 디바이스(104)는 다른 피드백을 제공
하기 위해 장치(102)의 제어 하에서 부재(108)에 부 또는 정의 수직의 힘을 적용하기 위한 제 2 구동 수
단(120)을 포함하여, 부재(108)를 조작할 시에 예를 들어, 깊이를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트랙볼 입력 디바이스(104)에 대한 센서 수단(110) 및 구동 수단(116)의 구현은 예의 방식으로 <32>
기재된다. 센서 수단(110)은 디바이스(104) 내에 장착되고 물리적으로 볼(108)에 접촉하는 복수의 접촉 
휠들(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접촉 휠은 따라서 다른 축에 대한 볼(108)의 회전들이 다른 접촉 휠들
의 회전들이 턴하게 하도록 배치된다. 각 접촉 휠들의 회전(revolution)들을 측정하는 것은 볼(108)의 결
과적인 회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므로, 디스플레이된 X-Y 필드 내의 커서의 대응하는 트랜스레
이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회전들은 예를 들어, 각각의 접촉 휠들에 각각의 톱니(toothed) 휠들
을 결합하고, 임의의 참조 지점을 통과하는 톱니들의 수를 카운팅함으로써 측정된다. 그러한 센서 수단
(110)은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스템 내의 구동 수단(116)과 집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접촉 휠 및 연관된 톱니 휠은 전기 DC 모터의 축 상에 장착된다. DC 모터들 중 특정 모터를 구동시키는 
것은 그 연관된 접촉 휠이 턴하도록 하여, 부재(108)를 턴시킨다. 센서 수단(114) 및 구동 수단(120)의 
구현들은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아래에 기재된다.

바람직하게는, 힘 센서(122)는 사용자가 부재(108)상에 가하는 수직 힘의 크기를 감지하도록 부<33>
재(108) 아래에 장착된다. 힘 측정은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임계값보다 큰 힘을 가하면, 예를 들어 데이
터의 입력을 시작하거나, 부재(108)가 부유하는(floating) 것과 같이 사용자의 손의 수직 움직임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에 이용될 수 있다.

도 2는 앞서 기재된 기능성들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시스템(100)의 도면이다. 제 1 센서 수단<34>
(110)은 사용자(202)가 부재(108)를 턴할 시에 부재(108)의 회전의 양과 방향을 감지한다. 제 1 센서 수
단(110)은 이 예에서 부재(108)의 회전의 두 독립 방향들을 위해 아날로그 신호들을 A/D 변환기(204)에 
공급한다. A/D 변환기(204)는 예를 들어, X-좌표 및 Y-좌표에 의해 PC의 디스플레이상의 커서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재(108)의 감지된 회전을 나타내는 PC(102)에 디지털 데이터를 공급한다. 제 2 센서 
수단(114)은 사용자-상호 작용 하에서 부재(108)의 수직 변위를 감지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A/D 변환기
(206)에  공급한다.  A/D  변환기(206)는  감지된  수직  변위를  나타내는  PC(102)에  디지털  데이터를 
공급한다.  그  수직 변위는 예를 들어 Z-좌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힘  센서(122)는  사용자(202)가  부재 
(108)에 인가하는 수직 힘을 감지한다. 센서(122)는 아날로그 신호를 A/D 변환기 (208)에 공급한다. A/D 
변환기(208)는 사용자(202)에 의해 가해진 수직 힘을 나타내는 PC(102)에 디지털 데이터를 공급한다.

촉각 피드백을 사용자(202)에 제공하기 위해서, PC(102)는 제 1 및 2 구동 수단(116, 120)의 제<35>
어를 위해 제어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그 제어 데이터는 PC (102) 상에서 실행되는 특정 소프트웨어 어플
리케이션에 의존할 수 있다. 제어 데이터는 아날로그 신호들로의 변환을 위해 D/A 변환기(210)에 공급된
다. 증폭기 (212)가 아날로그 제어 신호들을 증폭하고, 그 증폭된 제어 신호들을 제 1 및 제 2 구동 수단
(116, 120)에 공급한다. 구동 수단(116, 120)은 예를 들어 전기 DC 모터들을 포함한다. 이어서, DC 모터
들에 제공된 제어 신호들은 제어 전류들 또는 제어 전압들이다. 전류들의 제어는 부재(108) 상에 가해진 
토크들 또는 힘들의 제어를 제공한다. 전압들의 제어는 부재(108)가 턴되거나 트랜스레이팅되는 속도의 
제어를 제공한다.

제 1 예<36>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 디바이스(104)의 제 1 예(300)의 도면이다. 부재(108) 자체는 축<37>
(304)으로 피봇하는 스윙 암(302) 상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축(304)의 위치는 하우징(106)에 대해 
고정된다. 스윙 암(302)은 평형 위치에, 예를 들어, 적절하게 위치된 스프링(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지지
된다. 곡선 톱니 바 (306)는 스윙 암(302)에 단단히 접속된다. 바(306)의 톱니는 하우징(106)에 대해 위
치가 고정되는 기어(308)와 관계한다. 부재(108)의 수직 트랜스레이션은 암(302)이 축(304)으로 피봇하게 
하여, 기어(308)와 관계되어 남아있기 위해서 아크를 따라 곡선 바(306)를 이동시킨다. 바(306)가 움직일 
시, 기어(308)는 구동되고, 기어 (308)의 회전량은 부재(108)가 이동되는 수직 거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어(308)의 회전의 양과 방향을 측정하는 것은 부재(108)의 수직 변위의 크기 및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
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제  1  센서  수단(110)은  암(302)상에  장착된다.  힘  센서(여기서  도시되지 않
음)(122)는 부재(108) 아래의 암(302)상에 장착된다. 라인(112)을 따라 수직 변위에 대해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어 (308)는 전자-기계 트랜스듀서(310), 예를 들어 전기 DC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그러한 전기 DC 모터는 본 기술 분야에 잘 공지되어 있으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모터(310)는 
D/A 변환기(210) 및 증폭기(212)를 통해 PC(102)의 제어 하에서 기어(308)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러한 방식으로, 정 및 부의 수직 가속도들 또는 힘들이 부재(108)에 인가될 수 있다.

증폭기(212)는 제어 전압을 통해 모터(310)를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212)가 부재(108) 상에 힘<38>
을 가하지 않는 경우, 제어 전압은 기어(308)의 각속도에 실질적으로 비례하므로, 실질적으로 부재(108)
의 수직 속도에 비례한다. 사용자(202)가 부재(108)에 힘을 인가하면, 그 인가된 제어 전압과 연관된 속
도는 실제 속도와 다르다. 이어서 사용자(202)는 일정한 저항을 겪는다. 부재(108)에 주어지는 속도는 부

10-4

1019960706503



재(108)의 수직 위치 및 센서(122)에 의해 측정된 힘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PC(102)는 측정된 위
치와 측정된 속도간의 차에 의존하여 구동 수단(120)을 제어할 수 있다. 대안으로, 증폭기(212)는 제어 
전류를 통해 모터(310)를 제어할 수 있다. 모터(310)에 공급된 전류는 기어(308)에 가해진 토크에 비례하
므로, 암 (302)을 통해 부재(108)에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부재(108)의 수직 속도 및 위치는 디바이스
(104)의 다른 이동 가능한 부분들의 부재(108)의 무게 및 관성, 균형 위치를 정의하는 전술된 적당하게 
위치된 스프링, 모터(310)에 의해 공급된 토크 및 센서(122)에 의해 측정된 힘에 의존한다. 따라서, 부재
(108)의 속도 및 위치는 임의의 촉각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어 가능하게 변화될 수 있
다.

제 2 예<39>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입력 디바이스(104)의 제 2 예(400)의 도면이다. 부재(108)는 다시 실린<40>
더 내의 피스톤과 같은 방식으로 하우징(106)에 대해 수직으로 경사질 수 있는 플랫폼(402) 상에 회전 가
능하도록 장착된다. 플랫폼(402)은 그 플랫폼(402)이 하우징(106) 내에서 수직으로 경사질 때 크랭크축
(crankshaft)(404)이 턴하도록 크랭크축(404)에 결합된다. 크랭크축(404)의 회전 각도의 크기 및 극성은 
부재(108)의 수직 변위를 나타낸다. 크랭크축(404)은 도 3을 참조하여 지정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터(310)에 접속된다.

제 3 예<41>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입력 디바이스(104)의 제 3 예(500)의 도면이다. 부재(108)는 실린더의 <42>
피스톤과  같이  하우징(106)에  대해  수직으로  경사질  수  있는  플랫폼(502)  상에  회전  가능하도록 
장착된다. 바(bar)(504)는 플랫폼(502)에 부착되고, 플랫폼(502)에 실질적으로 횡으로 연장한다. 바(50
4)는  수직으로  트랜스레이팅될  경우  휠(506)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휠(506)과  협력한다.  휠(506)은 바
(504)와의 마찰 접촉시 고무 휠(rubber wheel)이 될 수 있다. 대안으로, 휠(506)은 톱니가 톱니 바(504)
의 톱니와 맞물리는 기어가 될 수 있다. 휠(506)의 회전각도의 크기 및 극성은 부재(108)의 수직 변위를 
나타낸다. 휠(508)과 같은 가이딩 휠(guiding wheel)들은 순수하게 수직인 변위들로의 바(504)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휠(506)은 모터(310)가 장치(102)의 제어 하에서 휠(506)을 구동하게 할 
경우, 촉각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모터(310)의 축 상에 장착된다.

제 4 예<43>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입력 디바이스(104)의 제 4 예의 도면이다. 부재 (108)는 주 피스톤(602) <44>
상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주 피스톤(602)은 유체로 채워진 실린더(604)내의 하우징(106)에 대해 수
직으로 경사질 수 있다. 주 피스톤 (602)을 수직 하방으로 움직이자마자, 제 2 피스톤(606)은 따라서 이
동된다. 전자-기계 트랜스듀서(608)는 장치(102)에 공급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는 전기 신호들
로 제 2 피스톤(606)의 변위를 트랜스레이팅한다.

상기 예들은 수직 촉각 피드백을 부재(108)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할 다양한 방식들과, 부재<45>
(108)의 수직 변위를 모니터링할 다양한 방식들이 있음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윈도우들<46>

본 발명의 시스템은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윈도우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47>
을 하기에 매우 적당하다. 다중 윈도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계층적으로 복수의 보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체계화하며, 각각의 보조 어플리케이션들은 각 윈도우에 의한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난
다.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억세스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윈도우가 열릴 수 있으며, 다른 
윈도우로 스위칭하기 위해 닫힌다. 통상적으로, 그 윈도우들은 오버랩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현재 윈도우
가 최상부에 표현된다.

도 7은 복수의 오버랩 윈도우들(702, 704, 706)을 도시한 장치(102)의 디스플레이(700)를 설명한 <48>
도면이다. 오버랩 윈도우들(702 내지 706)의 시각적 표현은 깊이를 제시한다. 이제 본 발명에서, 소프트
웨어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은 입력 디바이스를 통해 촉각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데이터를 발생시
킨다.  현재  윈도우(702)에서  보다  낮은  레벨의  윈도우,  예를  들어  윈도우(704)로  진행할  사용자에 
대해서, 그는 상기 데이터에 의해 제어된 임의의 프로파일과의 저항력에 대해 부재 (108)를 눌러야 한다. 
예를 들어, 센서(122)에 의해 측정되는 바와 같이, 임의의 힘 임계값을 극복하는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 
현재 윈도우를 닫고 다음의 보다 높거나 보다 낮은 레벨 윈도우로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시스템에 의
해 부재(108)의 레팅 루즈(letting loose)는 다음의 보다 높은 레벨의 윈도우의 선택으로서 해석되고, 계
속되는 누름은 다음의 보다 낮은 레벨의 윈도우의 선택으로서 해석된다. 사용자는 레벨들 중에서 그 현재 
위치에 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의해 원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700) 상의 
윈도우들(702 내지 706) 다음으로, 윈도우(702 내지 706)는 복수의 대응하는 박스들(708, 710, 712)로서 
시각적으로 표시된다. 윈도우들의 순서에서 사용자의 위치는 박스들(708 내지 712) 중 관련하는 하나를 
지시함으로써, 예를 들어 하이라이팅(highlightilng)함으로써 명백해진다. 이제 사용자가 저항에 대해 입
력 디바이스(104)의 회전 가능 부재 (108)를 누르거나 또는 그 부재를 눌렀다가 놓는 경우, 그 다음의 보
다 낮거나 보다 높은 박스는 다음 레벨로의 전이(transition)를 확인하도록 지시된다. 하부 윈도우, 본 
예에서는 윈도우(706)는 바람직하게 더 이상 누를 수 없음을 사용자에게 신호하기 위해서 열리는 경우로
서 표시된다.

도 8은 현재 윈도우(702)에서 윈도우(704)로 스위칭하기 위해서 부재(108)를 누를 때, 사용자에<49>
게 느껴지는 문자 "F"로 표시된 저항을 문자 "d"로 표시된 수직 트랜스레이션 함수로서 질적으로 설명한 
도면이다. 통상적으로, 저항 F는 먼저 증가하고, 즉시 초기 레벨로 복귀하기 전에 초기 레벨보다 아래로 
떨어진다. 저항 F는 임의의 범위(802) 내에서 부로 될 수 있으며, 즉 부재(108)는 다음의 보다 낮은 레벨
로 떨어지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쪽으로 가속이 제공된다. 윈도우(702)에서 다음의 보다 높은 윈도
우(도면에 도시하지 않음)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는 예를 들어 부재(108)가 위쪽으로 부유하도록 허용
하기 위해서 피크(804)를 극복했다가 부재(108)를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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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내지 도 6은 본 발명을 트랙볼 실시예로서 예의 방식으로 도시한 것이다. 부재(108)의 움직<50>
임이 하우징(106)에 대해 제한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입력 디바이스의 마우스 실시예에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기본적으로, 트랙볼 내에서와 같이 고정 하우징(106)에 대해 스프링된 부재
(108)를 갖는 대신에, 하우징(106)은 예를 들어 마우스 실시예에서의 테이블의 평탄 표면과 접촉해 있는 
부재(108)에 대해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수직 자유도에 대한 촉각 피드백은 부재(108)가 트랙볼 
실시예에서 하우징(106)에 대해 제어 가능하게 중지되어 있는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마우스 실시예에서 
부재(108)에 대해 하우징(106)의 중지를 제어함으로써 획득된다.

촉각 피드백을 갖는 깊이 제어 또는 Z-좌표 제어는 또한 누름(push) 버튼이 제공된 종래의 마우<51>
스 또는 트랙볼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이어서 촉각 피드백 수단은 사용자가 누름 버튼을 작동시키
는 때를 느끼는 저항력을 제어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102)와;

상기 장치에 결합되고 사용자가 상기 장치 내에 상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입력 
디바이스(104)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 200)으로서, 상기 디바이스는:

지지 구조(106)와;

상기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상기 지지 구조에 대해 축 둘레의 회전을 겪을 수 있는 부재(108)
를 포함하며, 상기 부재 및 상기 지지 구조는 서로에 대해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을 겪을 수 있는,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 200)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셋 또는 그보다 많은 다른 상태들 중 각각의 상태들을 취하는 트랜스레이션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중 각각의 다른 것들을 발생시키도록 동작하는 데이터 발생 수단(114, 206)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장치의 제어 하에서 상기 부재를 구동하기 위해 촉각 피드백 수단(tactile 
feedback means)(210, 212, 116, 12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촉각 피드백 수단은 적어도

상기 부재의 회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제 1 구동 수단(116), 또는;

서로에 대한 상기 부재 및 상기 지지 구조의 트랜스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제 2 구동 수단
(120)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디바이스는 상기 부재 상에 상기 사용자에 의해 가해지는 힘을 감지하기 위한 힘 센서
(122)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촉각 피드백 수단은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102) 내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력 디
바이스로서, 상기 입력 디바이스는

지지 구조(106)와;

상기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상기 지지 구조에 대해 축 둘레의 회전을 겪을 수 있는 부재(108)
를 포함하며, 상기 부재 및 상기 지지 구조는 서로에 대해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을 겪을 수 있는, 
상기 입력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입력 디바이스는 셋 또는 그보다 많은 다른 상태들 중 각각의 상태들을 취하는 트랜스레이
션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중 각각의 다른 것들을 발생시키도록 동작하는 데이터 발생 수단(114, 206)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디바이스.

청구항 7 

사용자가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의 시스템과 촉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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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 상에 다중-윈도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상기 트랜스레이션의 방향으로 상기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가해지는 저항력을 겪
고, 연속적으로 오버래핑하는 윈도우들 간에 전이할 경우 상기 사용자에 의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디바이스는 상기 부재 상에 상기 사용자에 의해 가해지는 힘을 감지하기 위한 힘 센서
(122)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상기 장치의 제어 하에서 상기 부재를 구동하기 위해 촉각 피드백 수단
(210, 212, 116, 12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디바이스.

청구항 9 

사용자가 제 4 항의 시스템과 촉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상에서 다중 윈도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상기 트랜스레이션의 방향으로 상기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 가해지는 저항력을 겪
도록 할 수 있고, 연속적으로 오버랩하는 윈도우들간에 전이할 경우, 상기 사용자에 의해 극복되도록 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요약

트랙볼은 케이싱에 대해 볼의 회전과 볼의 수직 트랜스레이션 양자를 통해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
로 3D 좌표를 입력시킨다. 소프트웨어 제어된 감촉 피드백 수단은 볼을 조정할 시에 3D 감촉큐를 사용자
에게 제공한다. 트랙볼은 다중 매체 환경에서 상호 활동성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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