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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간 위치를 결정하는 신호 처리

요약

    
장치는 컴퓨터로 입력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구 형상을 갖는 센서는 터치 이벤트에 관한 위치 데이터를 발생시
키기 위하여 접촉 감지 면을 갖는다. 상기 센서는 지구 자기장과 중력장에 관련된 회전을 결정하는 방향 센서를 포함한
다. 방향 데이터는 컴퓨터의 표시 장치에 관련된 면에 터치 이벤트의 방향을 분석하도록 위치 데이터와 결합될 수 있다. 
커서의 움직임 또는 문자는 터치 이벤트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구는 접촉될 때 소리가 발생되는 거친면을 
갖는다. 위치 데이터는 구의 면 아래 위치된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신호를 처리하여 발생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센서, 입력 장치, 커서, 컴퓨터, 신호, 마이크로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용 제어신호 발생을 위한 입력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의 연산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에 의해서 입력데이터가 발생되는 장치는 한정된다. 개인 컴퓨터의 경우에 있어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사용된다.

컴퓨터 주변 장치의 설계와 작동은 라디오, 하이파이 및 텔레비전과 같은 다른 장치와 컴퓨터 사이의 차이를 갖는다. 키
보드와 마우스의 요구 조건은 매우 넓은 활동 범위로 컴퓨터의 폭 넓은 사용에 주요 관문으로 점점 더 이해되고 있다.

    
엠피쓰리(MP3)와 다른 관련 오디오 압축 표준의 출현이 하나의 예이다. 이들은 높은 질의 오디오 데이터 압축을 제공
한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은 전자기 스펙트럼으로 전통적인 촬영에 부가하여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저 비용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체 씨디(CD) 콜렉션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간 기존 형
태의 컴퓨터는 라디오 또는 하이파이 장치를 대신할 수 없다. 비디오 데이터에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한다. 편집을 제외
한 설명된 장치는 일반적인 텔레비전이다.
    

    
컴퓨터는 점점 다른 미디어 형태를 일반적이고 사용이 쉽고 컴퓨터화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
여간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을 제공하는 방식은 이러한 기술의 폭 넓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상기 키보드와 마우스는 
책상에서 최적으로 작동되고, 이것은 컴퓨터가 종래 전자 장치에 대하여 넓은 범위에 거쳐 교체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한
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 개발에 따라, 그에 따른 제한은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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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및 필름 편집의 디지털화는 이미지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는 개선된 장치의 개발에 따른다. 이러
한 상황에서 가장 현저하게 사용되는 입력 장치는 종이와 연필 방식으로 작동되는 그래픽 터블렛이다. 큰 그래픽 타블
렛에 있어서, 키보드의 기능을 갖는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요구되는 간혹 텍스트가 발생되게 작동될 
수 있다. 삼차원 컴퓨터 모델링에 있어서, 바람직한 단일 주변장치는 출현하지 않았다. 특정 응용을 위한 최적화된 몇몇 
시스템이 공지되었다. 이것을 일 예는 세 방향의 위치와 세 방향의 회전을 제공하는 라디오 트래킹이다. 가상 현실 응용
에 있어서, 라디오 수신기는 사용자 앞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 고정되어 고정된 송신기로부터 분석된 데이터에 의해 획
득된 위치 정보는 사용자의 눈에 입체 영상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상기 영상은 사용자 손의 각도와 위치에 관한 시
야를 제공하도록 업데이트 된다. 유사한 장치들은 손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초음파
를 사용하는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손동작은 데이터 글러브의 사용으로 추적될 수 있다. 
하여간 이러한 장치의 어느 것도 삼차원으로 위치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위한 공간에서 이들 장치를 멈추게 하는 조건에 
의해 키보드나 마우스를 대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픽 터블렛과 삼차원 입력 장치는 어떤 응용에 있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대치하기에 적절할 수 있다. 하여간 그것
들의 높은 비용과 실질적인 상황은 개인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라 대중적이고 저렴하며 보편적으로 대치하기에 적
절하지 않게 만든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에 제어신호를 공급하는 개선된 입력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센서와 컴퓨터 터미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와 도 3은 마이크로폰과 센서 코어를 포함하는 도 1에 도시된 센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변환기, 방향 센서 및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포함하는 도 3에 도시된 센서 코
어를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변환기 중 하나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첫 번째 형태의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도 2에 도시된 마이크로폰 중 하나로부터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의 
주파수 영역 해석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두 번째 형태의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도 2에 도시된 마이크로폰 중 둘로부터 기록된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 영역 해석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드래그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와 타격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 및 활동범위 방향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 
4에 도시된 디지털 신호 처리기에서 실행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템플리트(template)와 연관되는 단계 및 아크가 상호 작용하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 9에 도시
된 드래그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템플리트와 서로 관련되는 단계에 사용되는 템플리트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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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도 10에 도시된 아크가 교차하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도 9에 도시된 타격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14는 자기장 센서와 중력장 센서를 포함하는 도 4에 도시된 방향 센서를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와 도 16은 도 14에 도시된 자기장 센서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17과 도 18은 도 14에 도시된 중력장 센서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19는 도 9에 도시된 활동영역 방향을 확인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20과 도 21은 도 1에 도시된 센서와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한 접시와 수신기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22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단말기의 구성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23은 도 22에 도시된 컴퓨터 메모리의 내용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24는 센서를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센서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5는 도 24에 도시된 센서를 조정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도 26은 터치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 14에 도시된 센서를 사용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
면이다.

도 27은 도 26에 도시된 터치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를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실시예

    
도 1에는 컴퓨터 단말기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컴퓨터 단말기(101)는 고해상의 디스플레이 패널(102)과 일반적인 개
인용 컴퓨터 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디스플레이(102)는 단지 컴퓨터의 시각적인 부분이다. 상기 컴퓨터의 구성요소들
은 상기 디스플레이 하우징에 장착된다. 상기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오디오, 비디오, 프로세서 등과 같은 장치를 
포함하는 많은 다른 형태의 미디어에 액세스된다. 이 많은 기능들은 X-윈도우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의 결합으로 제공된다. 시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나타나는 정보와 함께 두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기술의 조합은 첫 번째 종류의 컴퓨터 환경으로 고려될 수 있다. 두 번째 출현된 컴퓨터 환경은 이차원 스크린
에 존재하는 삼차원 가상 세계이고 다양한 사용자의 형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가 조종
할 수 있도록 입력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가상공간은 복잡한 컴퓨터 소프트 개발에서 버그의 출현을 추적하는 것과 같
이 실질적으로 게임에서 뿐 만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응용에서도 현저하게 사용된다. 삼차원 가상 세계는 현재 인터
넷의 미래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한 특정의 해석은 실질적인 기술 계획안을 제공하도록 충분하게 
발전되지 않았다.
    

컴퓨터 출현 환경에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그의 관점에서 위치와 방향에 대한 제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의 데스크 탑 컴퓨터 환경의 경우에 있어서, 네비게이션(navigation)은 편리한 커서 또는 포인터(103)의 움
직임을 포함한다. 더욱이 문자기입이 또한 요구된다. 요구되는 문자기입 양은 상기 응용에 의하지만, 이들 두 요구조건
인 움직임과 문자기입은 어떠한 형태의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 기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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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윈도우 체계의 데스크탑 환경은 10년 이상 넘게 개발되어 문자입력을 위한 키보드와 함께 마우스의 유용성의 결
과로 발전되었다. 개발시에 있어서, 윈도우와 마우스가 기초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은 사용하기에 스트레스
가 많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 하여간 작업장에서 거의 매일 일정하게 사용하게 되는 모든 데스크탑에서 키보드와 
마우스의 사용은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RSI)과 손목터널 증후군을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징후를 초래하였다. 
이들 병의 존재는 일반적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에 적어도 스트레스를 주고 더 나은 입력 방식은 사용자가 생
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터의 사용이 스트레스가 없는 여가 활동으로 매일 사요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선된 컴퓨터 입력장치는 도 1에 도시된다. 상기 컴퓨터 인력장치(104)는 구 형상을 갖는다. 상기 구는 직경이 거의 
6cm 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구(104)는 도시된 것과 같이 왼손에 지지되고, 반면 오른손의 손가락은 스크린 상에 포인
터(103)의 위치를 작동시켜 제어하기 위하여 면을 가로질러 더듬는다. 상기 구(104)는 어떠한 정도로 자유롭게 위치
될 수 있고 상기 손가락의 움직임은 구(104)의 면에 관련된 위치보다는 스크린(102)에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는 구 표면의 어떤 부분에 손가락 움직임을 일으키는 동안 상기 구를 자유롭게 회전
시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은 입력장치(104) 자체의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컴퓨터 출현 환경의 공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컴퓨터 인터페이스로부터 추상적인 레이어(layer)를 제거하고 대화 언어가 직각 적이고 빠르
게 개발되도록 할 수 있다.
    

이차원 데스크탑 환경에서, 상기 구는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일 수 있는 무한한 면이 존재하고, 따라서 마우스 움직임을 
모방하나 필요한 경우 왼손에 의해 구 또는 볼(104)의 회전을 포함하여 손가락 등의 움직임으로 전체 움직임이 이루어
진다.

    
상기 면을 가로지르는 신중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컴퓨터 출현 환경에서 상기 포인터의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왼손의 조
작은 무시될 수 있는 터치 이벤트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센서(104)의 면을 가로지르는 손가락의 자취는 입력 데이
터를 발생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종래의 컴퓨터 마우스의 사용에 있어서, 클릭 또는 더블클릭은 스크린(102) 상에 
있는 포인터의 위치에 관련하여 수행되는 작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타격에 상응하는 센서(104)에 대한 탭(tap) 또는 
더블 탭으로 이루어진다. 타격 위치는 수행되는 명령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하여간, 이벤트의 매우 
현저한 다양성은 구(104)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기 구(104)는 문자 캐릭터를 입력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그래픽 작동의 방법으로부터 변화를 나타
내기 위하여 상기 센서는 그의 면 어디에서든 꽤 단단한 타격이 이루어진다. 그 후에 상기 면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은 문
자/숫자 캐릭터로 인식된다. 문자 기입은 캐릭터 인식을 사용하는 때에 하나의 캐릭터로 수행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빠
른 문자 입력을 위하여 속기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구(104)는 약간 거친 면을 갖는다. 손가락과 상기 면 사이에 마찰은 손가락 끈이 면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무작
위의 음향을 발생시킨다. 상기 발생된 마찰음은 이러한 형태의 핑거-드래그 이벤트(finger-drag event)의 위치를 결
정하기 위해 해석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된 음을 감지하는 마이크로폰 센서의 배열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상
기 구의 외관은 3mm 두께의 실리콘 고무로 구성되고, 적절한 소음 발생 면을 제공하는 얇은 나일론으로 덮여진다. 서
로 동일한 거리에 배열된 실리콘 고무 외관 바로 아래는 네 개의 마이크로폰(201,202,203,204)이 있다. 인간의 청각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파수 범위를 갖는 마이크로폰은 일반적인 오디오 마이크로폰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마이크로폰
은 삼각면으로 된 피라미드 또는 사각 면체의 면 중앙에 위치될 수 있다. 상기 구의 중앙에 위치되는 두 마이크로폰 사
이에 이루어진 각도는 거의 거의 110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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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이크로폰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소음 발생 드래그 이벤트에 근접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석되고, 둘 또는 그 이상
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이 형태의 해석 결과는 상기 구의 면에 터치 이벤트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부합된다.

    
더욱이 도 3에는 상기 구(104)의 보다 상세한 구성이 도시된다. 제조하는 동안 상기 실리콘 고무 외관은 두 반구(301,
302)에 의해 구성된다. 중앙 코어(303)는 센서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코어(303)와 실리콘 고무 외관 사이에는 방음 
및 충격 흡수 폴리에스테르 섬유(304)가 있다. 이러한 구성은 우선 마이크로폰(201,202,203,204)이 실질적으로 서
로 차음 되게 각 마이크로폰이 단지 상기 실리콘 고무 외관으로부터 직접 소리를 수신하도록 한다. 하여간 더 중요한 장
점은 이러한 구조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충격을 방지하여 상기 구(104)가 거의 손상되지 않고 조정될 수 있다. 상기 마
이크로폰(201,202,203,204)은 외관 그 자체로 설치되는 주조되는 실리콘 고무에 삽입된다.
    

상기 구(104)의 두 반구(301,302)는 음향적으로 동일한 실리콘 고무 밀봉을 이용하여 결합된다. 상기 코어(30)는 재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포함하며, 이러한 배터리는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전력을 얻어야 한다. 연결선에 의해 
표면의 구조상 매끄럽지 않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도 루프(305)가 재충전 전원으로 접촉되지 않고 액세스하도록 
제공된다.

    
도 3에 도시된 중앙 코어(30) 내부에 포함되는 회로는 도 4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첫 번째 스테레오 아날로그를 디지
털로 변환하는 변환기(A-D)(401)는 첫 번째 두 마이크로폰(201,202)으로부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두 
번째 스테레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변환기(A-D)(402)는 두 번째 두 마이크로폰(203,204)으로부터 아날
로그 오디오 신호를 수신한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적절한 변환기는 http://www.cirrus.com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이러스 로직(Cirrus Logic)에 의해 제조되는 CS53L32A이다. 상기 변환기(401,402)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DSP)로 제공되는 복합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디지털 신호 처리기는 오디오 신호 해석에 적절한 
연산과 메모리 회로를 포함하는 모토로라 DSP56603이 바람직하다. DSP56603에 대한 설계 데이터와 다른 정보는 h
ttp://ebus.mot-sps.com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변환기(401,402)에 제공된 신호의 해석은 터치 이벤트 위치 신호로 되어 발신기(404)로부터 컴퓨터 단말기(101)에 
연결된 수신기로 디지털화되어 전송된다. 위치 신호는 센서(104)의 회전각도와 상관없이 상기 단말기(101)에 관련되
어 발생된다. 위치신호는 방향 센서(405)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향센서들에 의한 신호들은 상기 스크린(102)과 관련
하여 구(104)의 방향을 결정하고, 따라서 구의 면에서 발생된 터치 이벤트의 해석으로부터 구의 방향이 효과적으로 제
거되도록 계산이 수행될 수 있다. 그 후에 상기 터치 이벤트들은 구의 작동 방향에 상관없이 상기 스크린에 관련하여 고
려되고 해석된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상기 구는 동일하게 보이고 느껴지며, 방향에 관계없이 회전되고 작동될 수 있다.
    

    
구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방향 센서(405)는 지구 자기장에 의한 수평축에 관한 첫 번째 회전RM과 지구 중
력장에 의한 수직축에 관련된 두 번째 회전GR로 센서 방향을 결정한다. 구의 면에 발생되는 터치 이벤트의 위치에 관한 
데이터로 이들 데이터 아이템을 결합하여, 컴퓨터 단말기(101)가 위치된 표준 공간에 관련된 구 상의 사용자 터치 이
벤트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크린(101) 앞으로 손가락의 전방 드래그 움직임은 구의 방향에 
상관없이 위쪽 센서를 작동하게 된다.
    

상기 코어(303)는 낮은 전력과 DSP(403)용 셧다운 모드(shutdown mode)를 이루는 전력 제어 회로(406)와 다른 
회로를 포함한다. 전력 제어기(406)는 재충전 가능한 NiMH 베터리(407)로부터 전력을 받아 유도 루프(305)로부터 
제공된 충전 전력의 정류와 전류 조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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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도시된 디지털 신호 처리기(403)는 도 5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몇몇 데이터와 어드레스 버스는 DSP 내에 존재
하고 단순화된 결선(501)에 의해 간략하게 된다. 타이머(502)는 방향 센서(405)로부터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
는 펄스폭 조절 능력을 제공한다. 입출력 회로(I/O)(503)는 코어에 있는 DSP로부터 A-D 변환기(401,402)를 포함
하는 다른 구성요소들에 물리적으로 연결된다. 프로그램 롬과 램(504)은 상기 코어(303)에 있는 다른 회로와 대등한 
인터페이스 작동과 실시간 신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명령과 제어 명령을 포함한다. X 데이터 램(505)
과 Y 데이터 램(506)은 연산 및 논리 유닛(ALU)(507)에 명령 사이클 당 한 쌍의 연산자를 제공한다. 상기 ALU는 매 
명령 사이클에서 X와 Y 메모리(505,506)로부터 두 데이터 연산자를 인출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상기 
구의 면에 터치 이벤트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요구되는 처리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각 A-D 회로(401,402)는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은 회로를 포함한다. 첫 번째 채널인 프리앰프(601)는 마이크로폰으
로부터 증폭되지 않은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에 대한 디지털로 적절하게 변환하도록 그 강도를 증가시킨다. 
안티-에일러어스 필터(anti-alias filter)(602)는 오디오 데이터의 다음 주파수 해석이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나타내
도록 샘플링 비율 위쪽 절반을 구성하는 주파수를 제거한다. 필터(602)로부터의 출력은 저전력 16비트 스테레오인 디
지털에 대한 아날로그 변환기 칩(603)의 좌측으로 입력된다. 상기 샘플링 비율은 44.1kHz이다. 다른 채널은 프리앰프
(604)와 안티-에일리어스 필터(605)를 사용하는 두 번째 마이크로폰으로 수행된다. 상기 DSP(403)에 대한 A-D 
변환기 칩으로부터 일반적인 복합 출력이 제공된다. 부가적인 클록(CLOCK)과 말 동기 신호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생략되었다.
    

단일 채널로부터 오디오 데이터의 몇 초간의 신호는 도 7에 도시되었다. 이러한 템플리트에 있어서, 특정 시간에 구성
되는 특정 주파수의 진폭은 밀도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상기 템플리트는 상기 구의 면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부터 결과된 신호의 곡선을 나타낸다.

    
상기 곡선의 시작점(701)에서 손가락 끝은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멀리 있다. 상기 마이크로폰에 도달하는 사운드 웨이브
는 주로 증가 방향을 따라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이다. 상기 실리콘 고무는 높은 주파수를 여과하지만, 낮은 주파수에
서는 효과가 작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폭에 관계없이 상기 마이크로폰에 도달하는 신호는 고저파의 관련 강도에 의한 
거리를 나타낸다. 상기 손가락 끝이 더 가깝게 움직일 때에, 주파수는 더 높게 증가되는 반면, 낮은 주파수의 강도는 실
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기 손가락 끝이 도면 부호 703인 마이크로폰에 점점 가까워질 때, 완전히 새로운 일련
의 주파수가 스펙트럼에 더해진다. 이것은 손가락 끝으로부터 직접 마이크로폰으로 상기 실리콘 고무의 두께를 가로질
러 전송되는 종파에 의한 것이다. 상기 마이크로폰이 접근될 때, 템플리트에서 두 구분되는 영역(703,702)으로부터 확
인되는 것과 같이 종파와 횡파가 혼합된다.
    

    
손가락 끝이 바로 상기 마이크로폰 위에 있을 때, 최종 예외적인 상태가 나타난다. 상기 높은 주파수 구성요소들은 손가
락 끝과 구의 거친 표면사이의 마찰에 의해 발생된다. 하여간 손가락이 마로 마이크로폰의 상부에 있을 때, 이들 높은 
주파수 구성요소들이 마크되고, 소리가 손가락 끝의 영역 중앙으로부터 상기 마이크로폰에 의해 감지된다. 도면부호(7
04)에서 주파수가 손가락 끝의 영역에 의해 저하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의 손실이 발생된다. 낮은 주파수들은 더욱 균
형된 형태를 갖는 특성 변환을 갖는다.
    

이들 변환은 상기 구의 표면에서 발생되는 손가락 드래그 이벤트에 관한 특정되는 일련의 기술(記述)을 나타낸다. 한번
에 둘 또는 세 채널의 출력을 비교하면, 구(104) 면상에 움직이는 손가락 끝의 위치가 확인될 수 있다.

    
마우스 클릭에 상응하도록 구를 타격 하는 것은 많은 주파수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해석이 사용된다. 상
기 실리콘 고무 외피에서 소리의 횡파 속도는 거의 초당 20 미터이다. 이것은 다른 마이크로폰에 도달하는 파도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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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간차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손가락에 의한 타격 이벤트로부터 발생되는 한 쌍의 템플리트는 도 8에 도
시되어 있다. 궤적(801)은 더 먼 마이크로폰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두 번째 궤적(802) 이후 짧은 구간을 시작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초기 특정 파도머리의 차이는 초 당 2000번이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위치 데이터의 정확한 소스를 제
공한다. 상기 궤적(801,802)은 타격 이벤트에 가까운 마이크로폰의 들쑥날쑥한 두 번째 궤적(802)에서 관측될 수 있
는 주파수 내용상 차이점을 나타낸다. 궤적(801)은 타격 이벤트가 발생된 후에 충격 위치상의 손가락에 의해 제공되는 
댐핑 결합에 의해 더 높은 피크에 도달할 수 있다. 몇몇 그러한 특성들은 증가된 정밀도에 대한 터치 이벤트 특성을 확
인하도록 해석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DSP(403)에 의해 수행되는 단계의 주요 순서는 도 9에 도시된 플로우챠트로 나타내어진다. 단
계(901)에서 주파수 영역 해석은 완충된 오디오 데이터의 각 네 채널로 수행된다. 단계(902)에서 데이터에서 드래그 
또는 타격 이벤트가 관측되는지가 확인된다. 사건의 부족에 의하거나 또는 명백한 특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드래그와 타격이 오디오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다면, 단계(905)로 진행한다. 만일 
타격이 관측된다면, 단계(904)로 진행하고 드래그가 관측된다면, 단계(903)로 진행한다. 단계(03)에서 드래그 위치
가 확인된다. 단계(904)에서 타격 위치가 확인된다.
    

    
단계(905)에서 구의 방향은 방향 센서(405)로부터 분석 데이터에 의해 확인된다. 단계(906)에서 어떤 데이터가 컴퓨
터로 전송될 필요가 있는지 확인된다. 예를 들어 만일 터치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방향은 변하지 않고, 데이터가 
전송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지 않는다. 만일, 연장된 주기 즉, 20초를 넘어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상기 센서는 절전 모드를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쪽 손에 잡았을 때,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기 센서는 사
용될 것이라 는 것을 나타내는 방향의 작은 변화를 감지할 것이다.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다면, 단계(907)로 진행하여 
데이터는 컴퓨터(110)로 전송되도록 DSP(403)에서 라디오 발신기(404)로 직렬 연결을 통해 전송된다.
    

    
상기 도 9에 도시된 드래그 위치(903)를 확인하는 단계는 도 10에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단계(1001)에서 완충된 
오디오 데이터의 네 채널은 최대 진폭을 갖는 세 채널을 확인하도록 분석된다. 이들 세 채널은 제일 정밀한 터치 이벤트 
특성을 산출하는 분석하는 채널이다. 상기 세 개의 가장 큰 채널은 A, B 및 C로 불리 운다. 단계(1002)에서 이들 세 
채널 중 첫 번째 채널이 선택된다. 단계(1003)에서 주파수 영역 분석이 수행되고, 이들 결과들이 표준화되어 가장 큰 
주파수 구성요소는 하나의 진폭을 갖는다. 단계(1003)에서 상호관계는 일련의 템플리트와 관련되어 수행된다. 각각의 
템플리트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알려진 거리에서 발생되는 특정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도 7을 참조하면, 
하나의 템플리트는 도면 부호 701,702,703 및 704에서 주파수 특성이 존재한다. 각 템플리트는 다른 형상을 갖는다. 
이들 템플리트 중 하나에 일치하는 실질적인 마이크로폰 데이터에 대한 정도는 템플리트의 특정 거리에 인접 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상호관계의 정도는 단계(1004)의 결과로 발생되고, 단계(1005)에서 두 최적의 정도의 템플리트가 선택된다. 따라서, 
이것은 이들 두 템플리트의 특정 거리 사이에 있는 채널에 대한 마이크로폰에서 발생된 이벤트의 실질적인 거리를 나타
내게 된다. 단계(1006)에서 상기 실질적인 거리는 템플리트 정도 사이의 차이의 비로 두 특정 거리 사이를 기입하여 
확인된다. 이것으로 분석되는 채널에 의해 DA, DB 또는 DC가 되는 채널에 대한 특정 거리를 확인하게 된다. 단계(10
07)에서 분석되도록 남아있는 다른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채널이 단계(1002)로 진행하게 
된다. 반대로 각 거리(DA,DB,DC)가 확인된다. 단계(1008)에서 교차하는 원호는 각 특정 거리에 관한 구의 면을 가로
지르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단계(1009)에서는 위치(P)가 DA, DA 및 DC에 의해 확인되는 세 원호에 관한 인접한 집
합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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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의 단계(1004)에서 사용되는 템플리트는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템플리트(1101)는 마이크로폰에서 D=40)인 
거리에 있는 이상적인 주파수 응답에 상응한다. 도 7에 있는 도면 부호 701에서 신호는 상기 템플리트와 거의 일치할 
것이다. 템플리트(1102)는 특정 거리(D=25mm)를 갖고, 도 7에 도시된 위치(702)에 있는 플로트(plot)와 거의 상
응한다. 템플리트(1103)는 특정거리(D=10mm)를 갖고 도 7에 있는 위치(703) 이후에 발생되는 신호에 관한 높은 
수치 영역을 제공한 것이다. 템플리트(1104)는 마이크로폰 바로 위에 있는 손가락 끝과 상응하고, 도 7에 있는 위치(
704)에 상응한다. 최적으로 상응하는 두 템플리트를 선택하여,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상적인 거리가 상기 템
플리트의 증정 거리 사이에 삽입되므로 인해 확인될 수 있다.
    

이벤트의 거리는 주파수 특성이 손가락 크기, 주어지는 압력 및 다른 다양한 요인에 의한 차이에 의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리로 여겨질 수 있다. 상기 DA, DB 및 DC인 거리가 세 특정 원호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적인 
집합 지점(P)은 도 12에 도시된다. 상기 이상적인 집합점은 이들 변형 요소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도 9의 단계(90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타격 위치의 확인은 도 13에 상세하게 나타내어진다. 단계(1301)에서 세 큰 
채널(A,B,C)이 확인된다. 단계(1302)에서 이들 채널 중 첫 번째가 분석을 위하여 선택된다. 단계(1303)에서 신호가 
여과된다. 상기 필터는 수행되는 최적의 분석의 결과에 따라 250Hz 이하의 주파수를 제거한다. 바람직하게 FIR 선형 
위상 필터가 사용된다. 하여간 도 8에 도시된 흔적을 발생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IIR 필터는 약간 떨어지는 결과의 정확
성으로 채용될 수 있다. 단계(1304)에서 이벤트 시작 시간은 채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된다. 단계(1305)에서는 다
른 채널이 분석되도록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그렇다면, 단계(1302)로 진행된다. 반대로 시작 시간이 각 채널(A,B,
C)에 관하여 확인된다면, 단계(1306)로 진행된다.
    

    
한 쌍의 채널에 관한 시작 시간 사이에 차이는 두 마이크로폰 사이 중간 지점으로부터 차이를 확인한다. 구의 면에서 상
기 중간 지점은 라인으로 표현된다. 단계(1306)에서 거리는 세 라인 또는 원호로 결과되어 구의 면을 가로질러 확인되
는 각 시작 시간의 조합으로 확인된다. 단계(1307)에서 도 1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적인 특정 위치가 
확인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두 원호가 요구된다. 하여간,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 개가 사용된다. 만일 모두 sP 
개의 마이크로폰에 대한 채널 데이터가 충분하게 질이 높다면, 네 개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물체와 면 사이에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을 분석에 의한 위치정보 발생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상
기 마찰은 면을 가로지르는 손가락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된다. 상기 면은 평평하거나 또는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굴곡지게 될 수 있다. 상기 면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탄성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단단하게 구성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 손가락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포함할 수 있고, 소리를 일으키는 어떤 면은 컴
퓨터 환경에 관한 위치정보를 발생시키도록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된 위치정보는 컴퓨터 환경의 표시장
치 상의 주사면의 위치를 결정하는 정보와 결합될 수 있다. 위치와 방향정보의 조합은 소리 발생 터치 이벤트가 면의 방
향에 관해 컴퓨터 환경에 관련되어 해석되는 면을 만들 수 있다.
    

    
상기 센서의 방향은 지구 자기장과 중력장에 관한 회전(RM,RG)에 의해 결정된다. 도 4에 도시된 방향 센서(405)는 
도 14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자기장 센서(1401)와 중력장 센서(1402)는 주기가 각 자기장과 중력장 내의 방향이 확
인되도록 측정되는 디지털 오실레이션 신호를 일으킨다. 멀티 플랙서과 카운터 회로(1403)는 발진회로에 관한 인터페
이스와 제어신호를 제공하고, DSP(403)에 있는 타이머(502)에 의한 매우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적절한 양으로 주파수 
감소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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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기장 센서(1401)는 도 15와 16에 도시되어 있다. 도 15는 세 개의 서로 직교하는 인덕터를 나타낸다. 각 인덕
터는 길이가 10mm이하이다. 도 16은 세 개의 인덕터와 관련된 지구 자기장의 양극과 크기를 감지하기에 적절한 회로
를 상세하게 나타낸다. 논리 게이트(1601)는 선택 인덕터(1501,1502,1503)로 저항(1602)을 거쳐 파지티브(posit
ive) 또는 네거티브(negative) DC 바이어스를 제공한다. 인덕터의 선택은 트라이-스테이트(tri-state) 논리 버퍼(
1602,1603,1604)로 제공되는 논리 제어신호에 의해 제공된다. 작동 증폭기(1605)는 주파수가 선택 인덕터(1501,1
502,1503)의 인덕턴스에 의해 결정되는 진폭을 지속하도록 증폭을 제공한다. 저항(1602)에 의해 제공되는 DC 바이
어스는 포화로 상기 선택 인덕터의 코어를 나눈다.
    

    
거의 포화상태로 하여 코일의 인덕턴스는 코일의 권선과 코어가 고정된다 하더라도, 제공되는 필드에 대한 응답으로 변
한다. 지구 자기장으로부터 결과된 포화 상태로 또는 멀리 부가적인 오프셋(offset)은 이러한 방식으로 검출된다. 상기 
코일에 있는 DC 바이어스의 극성을 변화하여, 다른 결과 발진 주파수가 비교될 때, 지구 자기장의 극성이 결정될 수 있
다. 만일 차이점이 없다면, 이것은 코일이 지구 자기장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작동 증폭기(1
605)로부터 출력은 카운터(1403)로 논리 신호를 제공하고, 상기 DSP(403)는 삼차원으로 자북의 배열에 의해 각 극
에 있어서 각 코일에 관한 정밀한 발진 주파수를 결정한다. 상기 회로는 전류의 밀리앰프(milliamps) 쌍이 작동되도록 
요구되고, 상기 센서는 현저히 작고 비용이 저렴하다. 도 15에 도시된 적절한 인덕터는 켈리포니아 프리시즌 네비게이
션 오브 멘로 파크(Precision Navigation of Menlo Park)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SEN-M 마그네토-인덕티브 센서
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부분 포화 인덕터의 사용은 미국 특허 4,851,775에 상세히 설명된다.
    

    
도 14에 도시된 중력장 센서(1402)는 도 17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둘러싸인 구형 컨테이너는 약 500kHz의 주파수로 
자유공간에 대한 실질적으로 다른 관련 투과율을 갖는 액체로 반이 채워진다. 적절한 용액은 이 주파수에서 약 0.7의 
관련 투과율을 갖는 수은이다. 세 개의 코일(1702,1703,1704)은 상기 컨테이너(1701)에 인접하게 감겨 서로 직교된
다. 각 코일은 도 18에 도시된 것과 같이 발진기 회로에 연결된다. 각 코일은 동조 회로의 유도 부분을 형성하고, 또한 
두 콘덴서를 포함한다. 논리 에이치 씨모스 노어 게이트(HCMOS NOR gate)(1801,1802,1803)는 증폭과 각 발진기 
회로를 활성화하도록 선택 입력을 제공한다. 발진기로부터의 출력은 세 인풋 노어 게이트(1804)에서 결합되어 게이트
(1801,1802 또는 1803)에 대한 높은 논리 입력으로 진폭을 위해 선택된 인덕터는 게이트(1804)의 출력이 직각파형
으로 존재되는 특정 주파수를 갖는다. 상기 게이트(1804)의 출력은 카운터 회로(1403)로 제공된다. 상기 세 코일의 
발진 주파수는 바로 인접한 수은의 양에 의한다. 상기 세 주파수는 DSP(403)에서 측정되고, 삽입된 룩업 테이블(loo
k-up table)은 지구 중력장에 관련된 센서의 실질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도 18에 도시된 회로는 작동하
기 위해 일 밀리앰프(milliamp) 보다 작게 요구된다.
    

자기 및 중력 상태의 필드에 대한 삼차원 벡터는 자북축과 수직 중력축에 관한 RM 및 RG인 구의 두 회전으로 표현될 
수 있다.

    
RM과 RG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력장과 자기장 센서로부터의 측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서로 간섭될 수 있고, 중력장 센
서(1402)는 특히 상기 센서가 빠르게 이동된다면, 컨테이너(1701)에서 수은의 움직임에 의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구(905)의 방향을 확인하는 단계는 도 19에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단계(1902)에서 카르맨 여과(k
alman filtering)는 RM의 값을 결정한다. 카르맨 필터는 전류측정에서 측정 신뢰성을 결정하고, 신뢰값이 낮을 때, 저
역필터를 증가시킨다. 단계(1903)에서 중력에 의한 세로축 주위 구의 회전 RG가 결정되고, 단계(1904)에서 카르맨 
필터는 이 값으로 제공된다. 단계(1905)에서 RM과 RG에 관한 여과된 값은 필요한 경우 나중에 컴퓨터(101)로 전송
을 위하여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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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지구 자기장은 큰 마그네토-저항 효과를 이용하는 실리콘 센서의 사용을 감지할 수 있다. 또 다
른 실시예에 있어서, 지구 중력장은 고가이나 컴퓨터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동작 정보의 다른 근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볼(104)의 빠른 가속도의 검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검출될 수 다.

    
연장된 사용 기간 이후에 배터리(407)는 재충전을 필요로 한다. 재충전을 위하여 유도 루프(305)는 1kHz 전원으로 
제공되는 상응하는 다른 유도 루프와 인접하게 위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 20에 도시된 것과 같은 충전 유닛에 위치될 
수 있다. 구의 외측면은 유도 루프(305)의 위치에 바로 마주하는 마크를 갖고, 이러한 마크는 구가 재충전 유닛(2001)
에 위치될 때, 최상이 될 수 있다. 재충전자(2001)는 편리하게 발신기 회로(404)로부터의 데이터에 관한 수신기가 될 
수 있고, 직렬연결(2002)은 컴퓨터 단말기(101)에 데이터에 대한 연결을 제공한다.
    

재충전자 및 수신기 유닛(2001)은 도 21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유도 루프와 발진기(2101)는 재충전하는 동안 센서(
104)에 있는 유도 루프(305)에 교류 자기장을 제공한다. 사용하는 동안 상기 센서(104)는 무선 수신기(2102)로 무
선 신호를 전송한다. 중앙처리장치(CPU)(2103)는 무선 링크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의 에러를 수정한다. 유니버살 시
리얼 버스USB) 인터페이스(2104)는 직렬케이블(2002)을 통해 컴퓨터 단말기(101)로 연결된다.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단말기(101)는 도 2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중앙처리장치(CPU)(2203)는 상기 단말기(101)에 
관한 상호작용과 처리를 제공한다. CPU(2203)에 관한 명령과 데이터는 메일 메모리(2204)에 저장되고,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2205)는 데이터의 비휘발적인 저장과 몇몇 응용 소프트웨어를 용이하게 한다. 모뎀(2206)은 인터넷에 연
결을 제공한다.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인터페이스(2207)는 변환기와 수신기 장치(2002)에 대한 연결을 용이하
게 한다. 터치 이벤트와 방향 데이터는 USB 인터페이스(2207)를 통해 구(104)로부터 수신된다. 그래픽 처리기(220
8)는 표시장치(102) 상에 고해상도 그래픽 이미지의 표시를 촉진하도록 제공된 그래픽 랜더링 특성을 제공한다. 오디
오 처리기(2209)는 컴퓨터 단말기(101)에 있는 확성기로 오디오 신호를 제공하고, 마이크로폰(2211)으로부터 오디
오 신호를 수신한다.
    

    
도 22에 도시된 메인 메모리(2204)의 내용은 도 23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작동 시스템은 응용 소프트웨어(2302)를 
위하여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상기 센서(104)용 장치 드라이버(2303)는 또한 컴퓨터 단말기(101)가 켜지는 동
안 메인 메모리(2204)에 저장된다. 상기 센서(104)를 작동하는 데에 필수적인 작동 시퀀스는 도 24에 상세하게 도시
된다. 단계(2401)에서 상기 센서(104)는 도 20과 도 21에 도시된 충전자와 수신기 유닛(2001)을 이용하여 충전된다. 
단계(2402)에서 상기 센서는 교정된다. 상기 센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장치 드라이버(2303)가 지구 자기장과 관
련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말기(101)와 관련하여 전, 후, 좌, 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 자기장과 중력장 내에 센서의 방향이 단말기(101)와 관련된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여진다. 
명백하게 이것은 사용자가 단말기 뒤에서 상기 센서를 작동했다면 표준에 맞지 않을 것이다. 하여간 센서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 자기장과 중력장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구(104)의 면상의 접촉 동작이 컴퓨터 단말기
(101)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만일 단말기 위치가 실질적으로 변한다면, 단계(240
2)에서 다시 교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계(2403)에서 상기 센서(104)는 사용되고, 단계(2404)에서 상
기 센서(104)는 재충전된다. 상기 충전자와 수신기 장치(2001)는 센서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상기 센서(104)가 충전
자(2001)를 적절하게 휴식상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도 24에 도시된 센서를 교정하는 단계(2402)는 도 25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단계(2501)에서 컴퓨터는 사용자가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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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상부 중앙 위에서 움직여 센서의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후에 상기 컴퓨터는 동일한 경향으
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자가 드래그 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 두 가지는 엄밀히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
정에 있어서 에러를 감소시킨다. 단계(2502)에서 구(104)에서 발생되는 방향 데이터는 지구 중력장의 세로축에 관하
여 사용자 방향 각(AG)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다.
    

    
도 24에 도시된 센서를 사용하는 단계(2403)는 도 26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단계(2601)에서 터치 이벤트 및/또는 방
향 데이터는 상기 센서(104)로부터 수신된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과 중력장에 관한 회전(RM,RG) 각을 포함한다. 단
계(2602)에 있어서, 도 25의 단계(2502)에서 계산된 사용자 방향각(AG)은 회전값(SG)을 얻기 위해 구 회전각(RG)
으로부터 차감 된다. 단계(2603)에서 터치 이벤트가 수신되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단계(2606)로 진행
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단계(2604)로 진행하게 된다. 단계(2604)에서 터치 이벤트의 구 좌표는 구의 방향에 관
계없이 정지 좌표 시스템을 갖는 터치 이벤트 데이터에서 결과된 SG 및 RM에 대한 각과 동일하게 반대로 회전된다. 단
계(26050)에서 터치 이벤트 데이터 결과는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단계(2606)에서 단말기 방향 데이터는 응용 소프트
웨어(2302)의 사용을 위하여 장치 드라이버(2303)를 통해 작동 시스템(2301)으로 제공된다.
    

    
도 26에 도시된 터치 이벤트 데이터 처리 단계(2605)는 도 27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단계(2701)에서 큰 타격이 수신
되는지 확인된다. 큰 타격은 사용자가 모드의 변화를 요구하여 센서를 매우 단단하게 타격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큰 
네 개의 마이크로폰 채널에서 발생되는 오디오 데이터 중 하나이다. 만일 큰 타격이 수신된다면, 전류 모드가 바뀌는 단
계(2702)로 진행하게 된다. 반대로 큰 타격이 단계(2701)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계(2703)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단계(2703)에서는 현재 센서에 관한 선택된 모드가 그래픽 모드인지 문자 모드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문자 모드
가 선택된 다면, 단계(2706)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래픽 모드가 확인된다면, 단계(2704)로 진행하게 될 것
이다. 단계(2704)에서 작은 타격은 마우스 버튼 클릭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가락 드래그 이벤트는 커서의 X 
좌표와 Y 좌표로 사용된다. 단계(2705)에서 커서위치는 갱신된다.
    

문자 모드가 사용될 때 단계(2703)에서 단계(2706)으로 진행된다. 단계(2706)에서 작은 타격은 일반적인 키보드에
서 CAPS, CTRL 및 SHIFT 이벤트와 대응하게 해석된다. 단계(2707)에서 구의 면에 접촉 움직임은 기호(문자) 입력 
이벤트로 해석된다. 반대로 고속 문자 입력을 위하여 짧은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DSP(403)는 마이크로폰(201,202,203,204)으로부터 발생된 오디오 신호의 데이터 비교를 수
행한다. 비교된 오디오 데이터는 방향 데이터와 결합되어 표면 이벤트 특성을 결정하도록 분석을 위해 컴퓨터 단말기(
101)로 전송된다.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센서는 구의 면에 상의 터치 이벤트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를 요구하는 수동 장치이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능동 센서가 제공된다. 소리는 구의 면으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면 압력 맵(map)은 간섭과 
반사에 의해 결과된 소리 특성으로부터 구성될 수 있다. 센서 외관이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다면, 초음파 사운드는 매
우 세부적인 압력 맵을 이루도록 사용될 수 있다. 압력 데이터는 부가적인 데이터 입력 방식을 용이하게 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감지 압력의 분석 방법은 도전율이 제공된 압력에 따라 변하는 복합된 압력 감도 전기 센서의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터치 이벤트는 구의 면 근방 또는 내부에 묻힌 전기 컨덕터의 정전용량이 손 또는 손가락의 
압력 부분에 의해 변하게 되는 전기 센서에 의해 감지된다.

센서의 원형 형태는 외관에 대한 어떠한 차이 또는 사용자에 대해 존재하는 느낌을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각도로 회전
이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구의 터치 이벤트는 컴퓨터 표시장치(102)에 관련하여 만들어진다. 이것은 사용자와 단말기 
사이의 공간으로 컴퓨터 환경을 연장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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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구의 전체 면이 접촉에 민감하다 하더라도, 재충전하는 동안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을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실시예는 터치를 감지하는 것이 완전히 제공되지 않는 구의 미비한 부분을 포함 할 수 있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어떤 실시예에 있어서는 구의 형상이 압착의 결과 또는 미리 변형되는 형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

    
삼차원 형상으로 단일화된 구는 모든 물체의 맵핑(mapping)을 위하여 적절한 형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전화 핸드세트와 
같은 복합 형상은 구 센서(104)의 면에 대하여 지도화된 면을 가질 수 있고, 예를 들어 숫자를 다이얼 하는 핸드세트와 
상호작용은 구와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그러한 방식으로 지도화된 삼차원 물체의 형상은 센서
의 면에 터치 이벤트를 이용하여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형상은 구의 면에 대하여 다시 지도화되어 부가적인 변
화가 만들어진다. 구의 전체 형상은 복합 형상과 형태의 다양한 변화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질적으로 전체가 구형상인 물체로 구성되며, 상기 물체의 면에 발생되는 터치 이벤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터치 감지 수단;

상기 물체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향 감지 수단;

방향 데이터와 터치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처리 수단;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배열된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입력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된 데이터는 상기 방향 신호에 관한 마킹에 의해 상기 표시 장치에 관련된 방향된 터치 이
벤트 신호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감지 수단은 주위 자기장 센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장 센서는 세 개의 서로 직각인 자기장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방향 감지 수단은 중력 감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중력 감지 수단은 외관 내에 가동 인덕터 코어 및 상기 가동 코어의 위치에 대한 응답하는 세 
개의 서로 직각인 인덕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인덕터는 발진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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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장치는 상기 발진 회로에 의해 발생된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카운터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장치는 상기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 및 중력에 관련된 구의 방향을 확
인하기 위한 룩업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측정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
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다수개의 소리 변화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구는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
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소리 발생 면은 손가락의 드래그 움직임에 대한 응답으로 소음과 같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다수개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장치는 터치 이벤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비교하도록 배열된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은 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장치.

청구항 16.

전체 외관이 구형인 그래픽 표시 수단을 가지며,

상기 구형 면에 발생되는 터치 이벤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터치 감지 수단,

상기 위치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컴퓨터에 신호를 전송하도록 배열된 전송 수단,

상기 구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방향 감지 수단, 및

상기 그래픽 표시 수단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터치 이벤트의 방향을 연이어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터치 감지 수단과 
상기 방향 감지 수단으로부터 신호를 결합하도록 구성되는 처리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용 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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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 감지 수단은 다수개의 마이크로폰과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소리를 발생키는 면을 
갖는 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용 입력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구는 거친 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용 입력 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상기 센서에 관한 그래픽 또는 문자 모드를 선택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그래픽 모드
인 경우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픽 명령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하며, 문자 모드인 경우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문자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용 입력 장치.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는 재충전 셀 수단과 재충전 유도 루프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용 입
력 장치.

청구항 21.

실질적으로 구 형상을 가지며, 외면과 상기 면에 터치 이벤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터치 감
지 수단;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향 감지 수단;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보내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
을 포함하는 센서의 면에 터치 이벤트의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센서의 방향을 확인하는 단계; 및

표시 장치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방향된 이벤트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방향을 표시하는 데이터와 함께 위치를 나
타내는 데이터를 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 상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 감지 수단은 음향 변환기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 신호는 소리 신호를 처리하여 발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소리 처리는 주파수 영역 분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센서에서 소리의 주파수 특성에 대한 응답으로 터치 이벤트의 센서로부터 거리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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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는 위치를 확인하도록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의 부가적인 처리는 위치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다수개의 음향 변환기 수단의 시작의 시간차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소리는 상기 구의 면상의 타격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주파수 분석은 드래그 터치 이벤트의 특성을 확인하고 시작 시간 분석은 타격 터치 이벤트의 특성
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신호가 면 터치 위치 감지 구로부터 컴퓨터 환경으로 제공되는 컴퓨터 환경에서 삼차원 물체 모델로 상호작용 하도록

상기 구로부터 상기 물체로 맵핑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구로부터 터치 이벤트를 수신하여 상기 물체의 각 면 위치와 상호작용 하도록 분석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신호가 면 터치 위치 감지 구로부터 컴퓨터 환경으로 제공되는 컴퓨터 환경에서 삼차원 물체 모델로 상호작용 하도록

상기 구로부터 상기 물체로 맵핑하는 단계;

상기 구로부터 터치 이벤트를 수신하여 상기 물체의 각 면 위치와 상호작용 하도록 분석되는 단계;

상기 물체를 갱신하는 단계; 및

상기 구로부터 상기 물체로 새로운 맵핑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움직이는 물체와 면 사이에 상용작용 위치가 상기 구와 상기 물체 사이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의 분석으로 확인
되는 컴퓨터용 위치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물체는 컴퓨터 사용자의 손가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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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손가락과 면 사이에 상호작용 위치는 상기 면과 상기 손가락 사이의 마찰에 의해 소리를 발생시키고;

상기 소리는 음향 변환기 수단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그리고

신호는 상호작용의 위치가 상기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환경에서 위치 특성을 제어하도록 컴퓨터로 전송된 소리로부
터 유도되는 컴퓨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5.

도 1, 2, 3 및 4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장치.

청구항 36.

도 1, 2, 3 및 4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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