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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핸드헬드 전자 장치용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57) 요 약
본 발명의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통신으로 상호 연결되는 프로세서,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34)를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 및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수단을 포함한다. 이 입력수단은 적어도 하
나의 선택기(36), 및 다수의 키들(32a, 32b, 32c, 32d)을 포함한다. 액티브 시스템 키보드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에 저장되고 그리고 그룹화된 디스플레이상의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동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입력수단을 통하
여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이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표
현 코드 및 필터 코드를 포함한다. 이 표현 코드는 스크롤을 가능하게 하는 스텝 또는 스크롤 해상도 코드(step
or scroll resolution code) 및 시각적 격자(visual grid)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구축하고 그리고 디스플
레이(34)로 시각적 격자를 제공하기 위한 격자 표현 코드(grid presentation code)를 포함한다. 이 격자 표현
코드는 각각 매트릭스(matrix)로써 구성된 하나 이상의 구획(pane)을 구비한 시각적 격자를 구성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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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active keyboard system)으로서,
프로세서(preocessor);
움직임 센서와 통신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메
모리(memory);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디스플레이(display);
각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이 적어도 두 개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함과 더불어 공간에
정렬되고 구분되는 적어도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
한 입력수단(input means); 및
이중적인 사용(ambidextrous use)을 지지하기 위한 상기 입력수단의 복제 세트; 를 포함하고,
상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위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상기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
들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된 제1명령과, 상기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기
초하여 외력으로부터의 간섭 및 소망하지 않는 사용자 움직임을 배제하도록 구성된 제2명령을 가지며,
상기 입력수단의 복제 세트는 상기 입력수단의 전체 복제 세트이거나 상기 입력수단의 일부 복제 세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수단은 디스플레이를 가로막지 않고 손가락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되는 다수의 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선택기를 갖고, 상기 선택기는 휠(wheel), 트랙볼(track
ball), 조이스틱(joystick), 로커패드(rocker pad), 터치패드(touch pad), 선택 스위치(selection switch), 토
글 스위치(toggle switch), 키 버튼, N-상태 버튼(N-state button), 또는 N-상태 선택기(N-state selector)로
구성되는 군(group)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인터넷 상에서 브라우징을 유효하게 하거나, 또는 두 개의 선택기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과 함께 작업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표현 코드(presentation code) 및 필터 코드(filter
cod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표현 코드는 상기 선택기들 중 하나에 의해 제어되는 선택 포인터(selection pointer)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표현 코드는 시각적 격자(visual grid)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구축하고 그리고 디
스플레이로 시각적 격자를 제공하기 위한 격자 표현 코드(grid presentation cod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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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코드는 격자에 대해 사용자 의도를 선택 포인터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변환하고, 그
리고 단계들 사이에서 시스템의 재조정을 허용하도록 구성되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
보드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수단은 엄지 손가락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되고 위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선택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10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으로서,
프로세서;
움직임 센서와 통신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메
모리;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및
각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이 적어도 두 개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함과 더불어 공간에
정렬되고 구분되는 적어도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
한 입력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위치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상기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
서들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된 제1명령과, 상기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기초하여 외력으로부터의 간섭 및 소망하지 않는 사용자 움직임을 배제하도록 구성된 제2명령, 상기 입력수단에
의해 제어된 포인터를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된 제3명령, 및 디스플레이 상에서 사용자 의도를 선택 포인터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단계들 사이에서 시스템의 재조정을 허용하도록 구성되는 제4명령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이중적인 사용을 지지하기 위한 상기 입력수단의 복제 세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청구항 12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으로서,
프로세서;
움직임 센서와 통신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저장되고,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메
모리;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디스플레이;
상기 프로세서와 통신함과 더불어 공간에 정렬되고 구분되는 적어도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 및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차원에서의 동작을 감지하기 위하여 위치한 적어도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을 포함하
고, 상기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위치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상기 적어도 두 개 세트의 움
직임 센서들로부터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된 제1명령과, 상기 두 개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고 외력으로부터의 간섭 및 소망하지 않는 사용자 움직임을 배제하도록 구성된 제2명령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명 세 서

-3-

등록특허 10-0959713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핸드헬드 데이터 입력 장치에 관한 것이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핸드헬드 전자 장치용 액
티브 키보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그룹화된 디스플레이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동적으로 표현하여 입력수단의 활용을 통해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고, 그에 따라 핸
드헬드 전자 장치의 사용자들에게 오직 한 손만을 사용하여 장치 안으로 알파벳 문자-숫자 텍스트 및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을 제공한다.

배 경 기 술
[0002]

휴대용 전자 장치들이 그 성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점점 더 급격히 작아지고 있다.

소형화된 크기는 전자

장치 안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장치로부터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키보드를 물리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사용자의 능력을 제한해왔다.

일부 전자 장치들은 축소된 키보드들을 구비하여 제작되었으나, 이들은 사용하기

에 어렵다고 증명되었고 그리고 키들은 손가락을 이용한 데이터의 빠른 입력에 대해 너무 작았다.

완전한 키보

드용 일반 크기의 키들을 사용하는 것은 키보드의 필요 폭에 의해 장치의 축소에 대한 한정을 가져왔다.

일부

회사들은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접혀진 조각들의 상태가 되고, 그러나 장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
어야 하는 일반 크기의 키보드들을 생산하였다.
[0003]

오늘날 많은 전자 장치들은 손의 손바닥 안으로 맞추어지기에 충분히 작다.

그러한 소형의 크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거나, 또는 한 손으로 인터넷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한 손은
장치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다섯 손가락 모두를 이용하여 데이터 및 명령어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이, 제한된 개수의 키들을 이용하여 전체 텍스트를 포함하는 데이

터를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입력하기 위한 장치가 이들 소형 전자 장치들의 성능(power)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 요구된다.
[0004]

종래기술은 제한된 개수의 완전한 크기의 키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몇몇 방법들을 보여준다.
한 가지 방법은 "멀티-탭"("multi-tap") 방법이다.
열두 개 이상의 키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 각 키를 툭툭 친다(tap).

그러한

이 방법은 각 키에 할당된 몇몇 문자 또는 심볼들을 구비한
사용자는 원하는 문자가 장치의 디스플레이상에 나타날 때까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제한된 개수의 키들을 사용하여 완전한 텍스트 메시지

를 입력하도록 허용하고, 그러나 이는 키스트로크(keystroke; 키를 한 번 치기)의 과도한 회수 및 요구되는 종
료(중단시간)에 기인하는 시간 소모 시스템이고, 이는 인터넷 탐색(browsing) 성능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는
사용자에게 키에서 키로 그의 손가락들의 위치를 이동하도록 강제하고, 추가로 키스트로크 효율을 줄인다.
[0005]

한정된 개수의 키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다른 방법은 데일 엘. 그로버 등(Dale L. Grover et al.)에
의해 1998년 10월 6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818,437호, 및 마틴 티. 킹 등(Martin T. King et al.)에 의
해 2000년 1월 4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011,554호에 기술된 시스템들이다.
키들 다수의 값들로 할당하지만, 각 키를 여러 번 누르게 하는 필요성을 줄인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또한 각
사용자는 단순히 개개의 소망

하는 키를 한 번 누르고 그리고 컴퓨터는 각 키에 관한 몇몇 문자들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몇몇 가능한 단어들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의도하는 단어를 판독하도록 시도한다.

만일 컴퓨터가 잘못된 단어에 도달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가능성의 개수를 통해 스크롤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멀티-탭(multi-tap) 방법과 비교하여

키스트로크(keystrokes)의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정된 어휘로 인하여 평범하지 않은

단어들 및 이름들을 입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그리고 이들은 사용자가 키들 위의 손가락 위치를 변경하
지 않고서 사용될 수 없다.
[0006]

제프리 에이. 그란트(Jeffrey A. Grant)에 의해 1998년 12월 29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854,624호는 인터
넷을 탐색하기 위한 포켓-크기의 접속장치(interface)의 한 실시예이다.

그란트 특허('624) 장치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터치 센서티브 스위치(touch sensitive switch) 및 몇몇 키들을 사용한다.

그란

트 특허('624) 장치가 사용자가 인터넷을 탐색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이는 텍스트 및 수
수자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한 손 작업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0007]

리사 엘. 푸테(Lisa L. Foote)에 의해 2000년 12월 26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164,853호는 또한 핸드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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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용 인체공학적 하우징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푸테 특허의 장치(Foote device)는 리모콘과 같

은 표준 전자 장치에 대해 부합되며 그리고 사용자가 오직 한 손을 이용하여 그러한 장치를 편안히 작동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푸테 특허의 장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인터넷을 탐색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보여주지 않는다.
[0008]

추가의 관련기술은 지오바니 드 아고스틴(Giovanni D'Agostinin)에 의해 2002년 5월 23일자로 공개된 미국 특허
공개공보 제2002/0060699 A1호(2차원 움직임 센서에 기초한 문자 입력 장치; character input device based on
a two-dimensional movement sensor); 매튜 지. 팔라코프(Matthew G. Pallakoff)에 의해 2002년 11월 7일자로
공개된 미국 특허공개공보 제2002/0163504 A1호(빠른 텍스트 타이핑을 지원하는 핸드헬드 장치; hand held
device that supports fast text typing); 조슈아 알. 뷰셀러 등(Joshua R. Buesseler et al.)에 의해 2003년
2월

20일자로

공개된

미국

특허공개공보

제2003/0036362

A1호(모바일

통신

장치용

교체가능한

커버;

interchangable cover for a mobile communications device); 및 찰스 우 등(Charles Wu et al.)에 의해 2003
년 3월 13일자로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제2003/0048262 A1호(네비게이션, 텍스트 입력, 및 전화걸기를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navigation, text input, and phone dialing)를 포함한다.
[0009]

추가의 관련기술은 지앙 펭(Jiang Peng)에 의해 2003년 3월 20일자로 공개된 미국 특허공개공보 제2003/0052861
A1호(제거가능한 조이스틱을 구비한 휴대용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portable communication device with
detachable joystick and method therefore); 게리 알. 브래드시키(Gary R. Bradski)에 의해 2004년 1월 22일
자로 공개된 미국 특허공개공보 제2004/0012566 A1호(가상 공간에 대한 직관적 모바일 장치 접속장치;
intuitive mobile device interface to virtual spaces); 및 지. 에릭 엔그스톰 등(G. Eric Engstrom et a
l.)에 의해 2004년 1월 29일자로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제2004/0018863 A1호(스마트 액세서리 커버를 이용
한 모바일 전자 장치의 개인화; personalization of mobile electronic devices using smart accessory
covers)를 포함한다.

[0010]

추가의 관련기술은 제임스 엠. 라페이르(James M. Lapeyre)에 의해 1990년 1월 2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
4,891,777호(열두 개의 키들로부터 알파벳 문자 숫자식 성능을 제공하는 한 손 키보드 배열; single hand
keyboard arrays providing alphanumeric capabilities from twelve keys); 로날드 에이치. 토마스 등(Ronald
H. Thomas et al.)에 의해 1993년 2월 16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187,480호(심볼 정의 장치; symbol
definition apparatus); 토마스 엘. 감바로(Thomas L. Gambaro)에 의해 1994년 7월 26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332,322호(손으로 쥘 수 있는 장치용 인체공학적 엄지-활용가능한 키보드; ergonomic thumb-actuable
keyboard for a hand-grippable device); 데이비드 커크비 등(David Kirkeby et al.)에 의해 1995년 11월 28일
및 1996년 10월 15일자로 각각 등록된 미국 특허들 제5,417,042호 및 제5,565,671호(이중 트리거 스위치들을 갖
는 핸드헬드 데이터 입력 단말기; handheld data entry terminal having dual trigger switches); 어니스트 에
이치. 베르니크 등(Ernest H. Beernik et al.)에 의해 1997년 3월 18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612,719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제스처 감지 버튼; gesture sensitive buttons for graphical user interfaces);
제임스 디. 로간(James D. Logan)에 의해 1997년 9월 9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666,113호(커서 제어용 터
치패드 입력 장치 및 키보드 에물레이션을 사용하는 시스템; system for using a touchpad input device for
cursor control and keyboard emulation); 및 말콤 지. 홀 등(Malcolm G. Hall et al.)에 의해 1997년 12월 30
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703,623호(리모콘용 스마트 방향 감지 회로; smart orientation sensing circuit
for remote control)를 포함한다.

[0011]

추가의 관련기술은 니나 티. 츙(Nian T. Cheung)에 의해 1998년 10월 6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5,736,976호
(손 동작 감지 및 관측을 이용한 컴퓨터 데이터 입력 장치; computer data entry apparatus with hand motion
sensing and monitoring); 세트 알. 맥클라우드(Seth R. McCloud)에 으해 1998년 9월 15일자로등록된 미국 특
허 제5,808,567호(손의 세 자리수를 이용한 통신 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of communicating using
three digits of a hand); 및 제임스 엠. 키사르(James M. Cisar)에 의해 1998년 8월 3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
허 제5,931,873호(엄지 휠을 구비한 프로그램가능한 모바일 장치; programmable mobile device with thumb
wheel)를 포함한다.

[0012]

추가의 관련기술은 세포 키벨라 등(Seppo Kivella et al.)에 의해 2000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
6,052,070호(문자열 형성하는 방법, 전자 통신 장치 및 전자 통신 장치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유닛; method for
forming a character string,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and a charging unit for charg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알란 에이치. 그란트(Alan H. Grant)에 의해 2000년 5월 23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067,358호(인체공학적

셀룰라

폰;

erg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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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grosi)에 의해 2000년 8월 15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104.317호(데이터 입력 장치 및 방법; data
entry device and method); 로버트 엠. 랜드(Robert M. Lands)에 의해 2001년 3월 13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201,554호(핸드헬드 데이터 처리용 기기 제어 장치; device control apparatus for hand-held data
processing); 및 앤더스 엘. 몰네(Anders L. Molne)에 의해 2001년 6월 5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243,080
호(선택기를 구비한 터치-감지 패널; touch-sensitive panel with selector)를 포함한다.
[0013]

추가의 관련 기술은 조엘 에프. 바트렛(Joel F. Bartlett)에 의해 2002년 2월 12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
6,347,290호(핸드헬드 컴퓨팅 장치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위치 및 몸짓 명령어를 감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and

executing

positional

and

gesture

commands

corresponding to movement of handheld computing device); 크레이그 에이. 윌(Craig A. Will)에 의해 2002년
5월 21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392,640호(명확함에 의해 엄지휠을 이용한 단어 입력; entry of words with
thumbwheel by disambiguation); 모나 신 등(Mona Singh et al.)에 의해 2002년 6월 4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400,376호(핸드헬드

데이터

처리

장치용

디스플레이

제어;

display

control

for

hand-held

data

processing device); 키 하오(Qi Hao)에 의해 2002년 8월 20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437,709호(키보드 및
그 입력방법; keyboard and thereof input method); 데이비드 와이. 파인스타인(David Y. Feinstein)에 의해
2002년 10월 15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466,198호(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핸드헬드 장치의 뷰 탐색 및 확대;
view navigation and magnification of a hand-held device with a display); 및 케이스 씨. 토마스(Keith C.
Thomas)에 의해 2003년 5월 20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567,101호(데이터의 디스플레이를 조작하기 위한 동
작 입력을 활용한 시스템 및 방법; system and method utilizing motion input for manipulating a display of
data)를 포함한다.
[0014]

추가의 관련 기술은 조엘 에프. 바트렛(Joel F. Bartlett)에 의해 2003년 6월 3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
6,573,883호(몸짓을 이용하여 컴퓨팅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a computing device with gesture); 진 루(Jin Lu)에 의해 2003년 8월 5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603,420호(동작-기반 제어를 이용한 수신 볼륨, 채널 선택, 또는 다른 변수 제어용 리모콘 장치; remote
control device with motion based control for receiver volume, channel selection, or other parameters);
제이슨 티. 그리핀 등(Jason T. Griffin et al.)에 의해 2003년 8월 26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611,255호
(엄지를 이용하기에 최적화된 키보드를 구비한 핸드헬드 전자 장치; hand-held electronic device with a
keyboard optimized for use with the thumbs); 이와오 마스야마 등(Iwao Masuyama et al.)에 의해 2003년 11
월 4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641,482호(가속 센서 및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구비한
휴대용 게임 장치; portable game apparatus with acceleration sensor and information storage medium
storing a game program); 로버트 에이. 세퍼드(Robert A. Shepherd)에 의해 2004년 1월 27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683,599호(전자장치용 키패드 스타일 입력 장치; keypads style input device for electrical
device); 및 알란 이. 카플란(Alan E. Kaplan)에 의해 2004년 2월 10일자로 등록된 미국 특허 제6,690,358호
(핸드헬드 장치용 디스플레이 제어기; display control for hand-held device)를 포함한다.

[0015]

추가의 관련 기술은 1996년 10월에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0 735 514 A1, 1988년 1월에 공개된 영국 공개
특허공보 GB 2 193 023 A, 2002년 9월에 공개된 국제 공개특허공보 WO 02/073995 A1, 2003년 1월에 공개된 유
럽 공개특허공보 EP 1 271 288 A2, 그리고 2003년 2월에 공개된 국제 공개특허공보 WO 03/015379를 포함한다.

[0016]

단독으로 또는 그 조합을 취하는 경우에, 상술한 발명들 및 특허들 중 어느 것도 청구되는 본 발명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0017]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핸드헬드 전자 장치용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
한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0018]

본 발명은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다.
리를 갖는다.

이 키보드 시스템은 프로세서 및 이 프로세서에 통신으로 연결되는 메모

디스플레이가 이 프로세서에 통신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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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입력수단을 갖는다.

이 입력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선택기, 및 적어도 두 개의 키들을 포함한다.

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상에 저장된다.

액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입력수단의 사용을

통하여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도록 디스플레이 상의 그룹화된 활용가능한 선택권들
을 동적으로 표현하도록 구성된다.

효 과
[0019]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그룹화된 디스플레이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동
적으로 표현하여 입력수단의 활용을 통해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고, 그에 따라 핸
드헬드 전자 장치의 사용자들에게 오직 한 손만을 사용하여 장치 안으로 알파벳 문자-숫자 텍스트 및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을 제공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본 발명은 핸드헬드 장치용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active keyboard system)이다.

이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입력수단(input means)의 활용을 통하여 활용가능한 선택권들(available choices)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
기 위하여 그룹화된 디스플레이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동적으로 표현하고, 그에 따라 핸드헬드 장치의 사
용자들에게 오직 한 손만을 사용하여 시스템 안으로 알파벳 문자-숫자 텍스트 및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
하는 모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들의 일치된 세트를 제공한다.

액티브 키보드 시

스템은 서로에 대하여 통신으로 연결되는 프로세서(processor), 메모리(memory), 및 디스플레이(display)를 포
함한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선택기 및 다수의 키들을 포함하

는 입력수단을 포함한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software)는 메모리 상에 저장되고 그리고 입력수

단의 사용을 통하여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상에 그룹화된 활용
가능한 선택권들을 동적으로 표현하도록 구성된다.
[0021]

이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표현 코드(presentation code) 및 필터 코드(filter code)를 포함한다.
이 표현 코드는 스크롤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적 또는 스크롤 해상도 코드(step or scroll resolution code), 시
각적 격자(visual grid)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이 시각적 격자를 공급하기
위한 격자 표현 코드(grid presentation code)를 포함한다.
제어되는 선택 포인터를 나타낸다.

이 표현 코드는 한번에 선택기들 중 하나에 의해

격자 표현 코드는 각각 다수의 열(columns)과 다수의 행(rows)을 구비하는

매트릭스(matrix)로써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구획들(panes)을 구비한 가상 격자를 구성한다.

이 구획(들)은 세

개의 열과 네 개의 행을 구비한 매트릭스, 한 개의 열과 다수의 행을 구비한 매트릭스 등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0022]

구획(들)은 깨끗하거나,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거나, 그리고/또는 불투명할 수 있다.

이 시각적 격자는 다수의 셀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격자 표현 코드는 알파벳 문자, 심볼(symbol), 악보(music
note), 아이콘(icon), 텍스트(text), 표의 기호(ideogram), 또는 약호(logogram)를 이용하여 상기 다수의 셀들
의 개개에 정주하기 위한 격자 정주 코드(grid population code)를 포함한다.

이 표현 코드는 응용 코드 및 표

현 코드 사이에서 업무를 변환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적응 코드(application adapter code), 선택된 선택권에
대한 음성 안내, 작동 완료에 대한 확인, 및 작동 완료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사운드 코드(sound
code), 그리고 시스템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 코드(feedback code)를 가질 수 있다.
[0023]

필터 코드는 돌발적인 사용자 동작으로부터 의도적인 사용자 입력을 분리하도록 구성된다.

필터 코드는 외력의

영향으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분리하기 위한 외력 필터 코드(external forces filter code), 격자에 대해 사용자
의도를 선택 포인터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단계들 사이에서 시스템의 재조정을 허용하도록 구
성되는 단계적 동작 코드(step motion code), 시스템의 작동 중에 사용자가 위치를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슬라이
딩 제로 코드(sliding zero code),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적응 한계 코
드(adaptive threshold code), 및/또는 사용자 및 응용 선호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정 코드(calibration
code)를 가질 수 있다.
[0024]

키들은 디스플레이를 가로막지 않고 손가락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선택기 도는 다수의 선택기로 구성될 수 있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단일

선택기는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에 의해 작동하도록 구성되는

휠(wheel), 트랙볼(track ball), 조이스틱(joystick), 로커패드(rocket pad), 터치패드(touch pad), 선택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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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selection switch), 토글 스위치(toggle switch), 키 버튼, N-상태 버튼(N-state buttob), 또는 N-상태 선
택기(N-state selector)가 될 수 있다.
[0025]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시스템 위 입력수단의 부분 또는 전체의 복제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사용자가 상기 시스
템의 일부분을 회전, 재부착, 슬라이드, 또는 움직임을 허용함으로써 이중적인 사용(ambidextrous use)을 실시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26]

이들 키들은 비의도적인 맞물림을 억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당연히, 여기에 기술된 본 발명은 많은 수의 다양한 형태의 실시형태를 허용할 수 있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은 휴대폰(cellular phone), 개인 정보화 기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광역 위치 수신 장치
(global positioning receiving device), 리모콘(remote control), 컴퓨터 마우스, 호출기(pager), 무전기
(walkie-talkie), 스캐너, 멀티미터(multi-meter)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리고 단일 포인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상에 브라우징이 유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27]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들이 첨부의 도면에 도시되고 그리고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 기술된다.

그러나, 본

기술내용은 본 발명의 개념의 한 예시이고 도시된 실시형태들로 본 발명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0028]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휴대폰 형태로 구성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10)이 도시된다.

그러나, 액

티브 키보드 시스템(10)은 휴대폰, 개인 정보화 기기(PDA), 광역 위치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리모콘, 컴퓨터 마우스, 호출기, 무전기, 스캐너, 멀티미터 등과 같은 다양한 핸드헬드 전자 장치들
안으로 통합되거나 그리고/또는 집적되어 구성될 수 있다.

이 휴대폰(10)은 전면, 후면, 상부면, 하부면 및 두

개의 측면들과, 적어도 네 개의 키들(32a, 32b, 32c 및 32d), 디스플레이(34), 선택기(36), 프로세서, 메모리,
및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비한 인체공학적 하우징(30)을 갖는다.

키들(32a-32d)은 정상적인 작

동 중에 휴대폰(10)이 쥐어지는 때에 사용자의 손가락들 끝 아래에 놓여지도록 하우징(30)의 한 측면에 위치한
다.

선택기(36)는 휴대폰(10)이 쥐어지는 때에 휴대폰(10)의 사용자의 엄지손가락 아래에 배치되도록 키들에

반대되는 하우징(30)의 측면에 위치한다.
[0029]

도 1에서 휴대폰(10)은 왼손잡이 사용자를 위해 구성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34)의 위 아래에 통상의 스피커
(40) 및 마이크로폰(42)을 갖는다.

휴대폰(10)은 그룹화된 디스플레이(34)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동적으

로 표현하고 키들(32a-32d) 및 선택기(36)를 통하여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고, 그에
따라 휴대폰(10)의 사용자에게 오직 한 손만을 사용하여 장치 안으로 알파벳 문자-숫자 텍스트 및 데이터를 입
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의 조화를 제공한다.
[0030]

여기에 사용되는 것처럼, 구문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은 하나의 키에 할당된 다수의 값으로부터
소망의 값의 명확한 선택을 설정하는 기능으로써 정의된다.

명백하게는, 키들, 선택기들, 및 디스플레이 판독

들 사이의 상관에 의해 모호한 키스트로크(keystroke)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이 활용될 수도 있다.
[0031]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130)의 주요 구성요소는 격자(142)를 보여주는 디
스플레이(140), 프로세서 및 메모리(144), 제 1 선택기(146), 제 2 선택기(148), 및 키들(150)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해 이차원 센서들(two dimension sensors)이 충분하지만, 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삼
차원 센서들(three dimension sensors)이 적용될 수도 있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액티브 키보

드 시스템(130)의 메모리 내에 탑재되거나 그리고/또는 내장될 수 있다.
[0032]

키들(150)은 디스플레이(140)를 방해함 없이 손가락들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된다.

제 1 선택기(146) 또는 제

2 선택기(148) 어느 하나도 입력으로써 시스템(130)의 동작을 해석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1 선

택기(146)는 휠, 트랙볼, 조이스틱, 로커패드, 터치패드, 선택 스위치, 토글 스위치, 키 버튼, N-상태 버튼(예
컨대, 다중-상태 버튼), 또는 N-상태 선택기(예컨대, 다중-상태 선택기) 등이 될 것이다.

바람직하게, 제 1 선

택기는 엄지손가락에 의해 작동되도록 구성되고 위치하며, 그러나 사용자의 손 또는 도구의 다른 부분에 의해
작동될 수도 있다.
[0033]

제 2 선택기(148)는 시스템(130)의 움직임을 입력으로써 해석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차원
에서 동작을 감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움직임 센서(들)의 세트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선택기 하나는 시스템

(130)에 인가되는 외력들을 여과하거나 또는 유효하게 하도록 구성되는 두 개 이상의 세트들의 움직임 센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움직임 센서(들)는 제 2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의 감도 축을 제 1 세트의 움직임 센서(들)로

정렬시킴으로써 시스템(130)에 인가되는 외력들을 여과하거나 또는 유효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8-

등록특허 10-0959713
[0034]

이에 덧붙여, 시스템(130)은 시스템(130) 상에 입력수단의 부분 또는 전체 복제를 제공함으로써 이중적인 사용
을 위해 구성될 수 있다.

이 시스템(130)은 사용자가 시스템(130)의 일부분을 회전, 재부착, 슬라이드, 또는

움직임을 허용함으로써 이중적인 사용을 위해 구성될 수 있다.

키들(150)은 비의도적인 맞물림을 억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35]

시스템(130)은 휴대폰, 개인 정보화 기기(PDA), 광역 위치 수신 장치, 리모콘, 컴퓨터 마우스, 호출기, 무전기,
스캐너, 멀티-미터 등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시스템(130)의 일부 또는 전체 구성요소가 그에 부착하여 작동되

도록 슬리브로써 구성될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 PDA, GPS 수신 장치, 리모콘, 컴퓨터 마우스, 호출기, 무전기,
스캐너, 멀티-미터 등과 같은 핸드헬드 전자 장치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130)은 인터넷 상에서

브라우징을 유효하게 하도록, 또는 단일 선택기 및/또는 두 개의 선택기들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들을 작동시
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36]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표현 코드 및 필터 코드를 포함한다.

표현 코드는 스크롤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적 또는 스크롤 해상도 코드, 및 시각적 격자(142) 상에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시각적
격자(142)를 디스플레이(140)로 제공하기 위한 격자 표현 코드를 포함한다.
하나(146 또는 148)에 의해 제어되는 선택 포인트를 표시한다.

표현 코드는 한 번에 선택기들 중

격자 표현 코드는 다수의 열과 다수의 행을 구

비한 매트릭스로서 각각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구획들을 구비한 시각적 격자(142)를 구성한다.

구획(들)은 세

개의 열과 네 개의 행을 구비한 매트릭스, 하나의 열과 다수의 행을 구비한 매트릭스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구획(들)은 없거나,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거나, 그리고/또는 불투명할 수 있다.
[0037]

시각적 격자(142)는 다수의 셀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격자 표현 코드는 알파벳 문자, 심볼, 악보, 아이콘, 텍스
트, 표의 기호, 또는 약호 등을 개개의 셀들에 정주하기 위한 격자 정주 코드(grid population code)를 가질 수
있다.

표현 코드는 응용 코드 및 표현 코드 사이에서 업무를 변환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적응 코드, 선택된

선택권에 대한 음성 안내, 작동 완료에 대한 확인, 및 작동 완료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사운드
코드, 및 시스템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 코드를 가질 수 있다.
[0038]

필터 코드는 돌발적인 사용자 동작으로부터 의도적인 사용자 입력을 분리하도록 구성된다.

필터 코드는 외력의

영향으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분리하기 위한 외력 필터 코드, 격자에 대해 사용자 의도를 선택 포인터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단계들 사이에서 시스템의 재조정을 허용하도록 구성되는 단계적 동작 코드, 시스
템의 작동 중에 사용자가 위치를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슬라이딩 제로 코드,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적응 한계 코드, 및/또는 사용자 및 응용 선호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정 코드를
가질 수 있다.
[0039]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도 3에서 160으로 도시되고 그리고 사용자 입력(162), 필터(164), 표현
(166), 및 활성 어플리케이션(168)을 나타낸다.
표현하고, 그리고

사용자 입력(162)은 선택기(들) 및 키들의 하드웨어적 상태를

옵션의 마이크로콘트롤러(microcontroller)에 의해 처음에 처리될 수 있다.

그 후에 사용자

입력(162)은 필터(164)에서 동작 필터, 버퍼들 및 타이머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적응 한계 코드, 슬라이딩
제로 코드, 및 단계적 동작 코드를 사용하여 평가된다.
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보정 코드는 버퍼들, 타이머, 및/또는 적응 한계를 제

표현(166)에 관한 영상은 활성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자 입력은

격자에 걸쳐 선택 포인터의 움직임, 격자 외형(outline)의 변화, 그리고/또는 표현된 선택권들 중 하나의 선택
의 결과로 나타난다.

소프트웨어는 활용가능한 선택에 대한 음성 안내, 종료된 동작의 확인, 또는 고장에 대한

경고를 생성할 수 있다.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한계 적응용 필터(164)로 피드백을 제공할

이 어플리케이션 상태 및 사용자 입력은 표현(166) 및 활성 어플리케이션(168)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보고된다.
[0040]

움직임의 효과는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순서도들(170 및 190)에서 도시된다.

도 4a는 외력(174) 및/또는 우

연한 움직임(178)의 결정 및/또는 무시 이후에 장치의 움직임(172)이 어떻게 사용자 입력(176)으로써 해석되고
그리고/또는 처리되며, 그에 따라 장치에 가해지는 힘들의 분석에 기초하여 의도적인 사용자 입력을 구분하는가
를 보여준다.

도 4b의 순서도(190)는 기준값 제로(0)가 설정(192)된 이후에, 장치가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194)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만일 결정이 부정이라면, 추가의 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 결정이 긍정이라면, 장치가 사용자에 의해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196)이 이루어진다.
부정이라면, 추가의 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198)이 이루어진다.

만

만일 결정이

만일 결정이 긍정이라면, 움직임이 의도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만일 결정이 부정이라면 추가의 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 처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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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도 1의 선택기(36)는 도 5a-5e에 도시된 것들의 일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의 삼각 버튼 구성이 도 5a에 도시된다.

선택기(36)의 네 개

각 삼각 버튼은 두 개의 다리들(50) 및 빗변(52)을 갖는다.

버튼으로부터 하나의 다리(50)가 다른 삼각 버튼의 다리(50)에 인접하도록 버튼들이 위치한다.

각 삼각

도 5b에 도시된

것처럼, 각 버튼의 두께가 그 빗변(52)을 따라 최대이고 그리고 두 개의 다리들(50)이 교차하는 곳에서 최소가
되도록 각 삼각 버튼은 또한 경사진다.
[0042]

선택기(36)의 트랙볼 구성이 도 5c에 도시된다.

트랙볼은 관련 기술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며, 하우징(30) 내측

에 회전가능하게 고정된 구형 볼(54)을 포함한다.
기(60)와 접촉한다.

사용 중에, 사용자는 하우징의 외측으로 연장된 구형 볼의 일 부분(62)을 움직이고 그리고

회전이 회전 센서들(56 및 58)에 의해 검출된다.
를 수 있다.
[0043]

구형 볼은 두 개의 회전 센서들(56 및 58) 및 푸시다운 접촉
사용자는 또한 구형 볼(62)을 푸시다운 접촉기(60)를 향해 누

일단 구형 볼(62)이 푸시다운 접촉기(60)와 접촉하면 볼(62)의 움직임이 검출된다.

다수의 접촉기를 구비한 선택기(36)의 로커패드 구성이 도 5d에 도시된다.
촉기(66; 도 5d에 세 개가 도시됨)에 연결된 패널(69)을 갖는다.
그리고 패널(69)의 중앙에 하나 위치한다.

로커패드는 다섯 개의 푸시다운 접

접촉기들은 패널(69)의 각 모서리에 하나씩

사용자가 패드의 중앙에서 또는 패드의 모서리 근처를 누르는 경우

에 접촉기들(66) 중 하나에 의해 압력이 검출된다.
[0044]

선택기(36)의 조이스틱 구성이 도 5e에 도시된다.
부분을 갖는 길이가 긴 스틱 부재(68)를 갖는다.

조이스틱은 관련기술에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바닥과 톱
바닥 부분은 푸시다운 접촉기(70)에 이동 가능하게 연결된다.

조이스틱이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그녀의 열 개의 손가락 중 하나를 스틱 부재의 톱에 위치시키고 그리
고 스틱을 전방, 후방, 좌측 또는 우측으로 기울인다.
에 정렬된 접촉기들(72)에 의해 검출된다.
누를 수 있다.
[0045]

이러한 움직임은 스틱 부재의 전방, 후방, 좌측 및 우측

사용자는 또한 스틱 부재(68)의 톱을 푸시다운 접촉기(70)를 향하여

이러한 움직임은 푸시다운 접촉기(70)에 의해 검출된다.

도 6a-6d는 도 5a-5e에 도시된 선택기 구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 방향 움직임을 도시한다.
성의 작동은 약간씩 다르며, 그러나 작동의 의도된 방향은 각 선택기에서 동일하다.

각 구

예를 들면, 도 6d의 화살

표 98 방향으로 조이스틱(68)을 누르는 것은 도 6a에서 버튼 조립체 상의 버튼 50c를 누르는 것, 도 6b에서 화
살표 98 방향으로 롤러 볼의 롤러(54)를 구르는 것, 또는 도 6c에서 화살표 98 방향에 근접하여 방향 패드의 모
서리를 누르는 것과 유사하다.
방향이 가리키도록 위치한다.
가리킨다.

선택기들은 각각 핸드헬드 장치의 하우징(30)의 톱 부분을 향하여 화살표 104
유사하게, 방향 화살표들 102 및 100은 하우징(30)의 좌측 및 바닥측을 향하도록

여기에 사용된 바와 같이, 동사 누름 또는 가압, 및 그 파생어는 모든 선택기 구성의 유사한 동작을

포함한다.
[0046]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이하에서 논의되고자 하는)의 모든 기능은 도 1에 도시된 키들(32a-32d) 및
선택기(36)의 조합된 사용을 통하여 제어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그러나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또한 핸

드헬드 장치의 물리적 움직임을 통하여 선택기(36)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
의 움직임 센서들을 통합할 수도 있다.
[0047]

하나 이상의 움직임 센서들이 구비되는 경우에,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도 7에 도시된 것처럼, 시스템의 움직
임을

주기적으로

샘플링하는

센서(들)를

갖음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실질적으로

수직한

성분들(예컨대, 시스템의 피치(pitch), 롤(roll), 및/또는 요(yaw))을 감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움직임의
방향 80 및

/또는 81은 피치(pitch; 장치의 수평축에 대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를 나타내고, 방향 82 및/또는 83은
롤(roll; 장치의 수직축에 대한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방향 84 및 85는 요(yaw; 장치와
관통하는 직교축에 대한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를 나타낸다.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들은 장치의 소유주

(holder)가 그/그녀의 허리를 굴곡하고, 뻗고, 그리고/또는 회전시키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핸드헬드 장치의
움직임의 종류에 부합한다.
[0048]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하여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안으로 통합될 수 있는 움직임 센서들
의 일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은 관련 기술에 잘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액티브 키
보드 시스템의 기능 양태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다.

움직임 센서들은 센서들이 그에 부착되는 가동

물체의 가속(acceleration), 속도(velocity), 변위(displacement), 및/또는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
의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의 실질적으로 수직한 성분들의 변화(예컨대,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피치, 롤, 및
/또는 요)를 감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서가 위치 변화의 결과로써 시스템의 움직임을 위치 변화
의 결과로써 계산하도록 한다.

그러한 움직임 센서들은 중력(gravity), 관성(inertia), 진동(oscillation),

자기장(magnetic fields), 음향학(acoustics), 광학(optics), 회전운동학(gyroscopics), 또는 다른 물리적 효

- 10 -

등록특허 10-0959713
과 및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
[0049]

덧붙여, 그러한 움직임 센서들은 다중방향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한 일차원, 이차원, 또는 삼차원 센서들의 하나
이상의 "세트"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속 센서는 일차원 센서들로써 구성될 수 있다.

그와 같

이, 세 개의 개개의 일차원 센서들의 "세트"가 물체에 부착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수직하는 방향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0050]

움직임 센서들의 두 개 이상의 세트들, 예컨대, 가속 센서들, 중력장 센서들, 회전운동 센서들, 등(예컨대, 물
체의 위치로부터 독립적으로 물체 움직임을 쫓는 관성형 센서들)은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하우징 안으로 통합
될 수 있고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력의 영향을 배제한다.
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한 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이롭다.

[0051]

움직임 센서들의 배치는 센서들이 할당된 움직임 범위

양 세트들의 센서들이 그 감도 축에 대해 가깝게 정렬되도록 유지

제 2 세트의 센서들은 또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에 대해 외부가 될 수 있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전자 메모리, 광학 메모리, 자기 매체 메모리 등과 같은 컴퓨터 사용가능한
매체의 어떠한 종류에 대해 실행될 수 있는 다수의 컴퓨터 지시어를 포함한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

어는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하고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명령어 및 데이터를 해
석하도록 작동한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에 전원이 가해지는 경우에 사용자는 일부 작업 모드들 중 하나를 선

택하기 위한 옵션을 갖는다.

작업 모드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성능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한다.

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두 개의 선택 기술들, 행(row) 선택 및 열(column) 선택을 갖는다.

액티브 키

선택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열 선택은 도 8에 도시된 것처럼, 선택된 열과 행 사이에 가로질러 위치하는 네 개의 박스들(31a,
31b, 31c, 31d) 중 어느 하나의 키들을 손가락에 의한 명백한 입력을 유효하게 하는 선택 포인터(96)에 의해 세
개의 수직 열들(90, 92 및 94)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된 박스들(31a, 31b, 31c, 31d)은 작업 시작시 다른

가능한 모드들을 초기화하고, 그러나 동일한 선택 기술이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안으로 다양한 값들을 입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0052]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단일 선택기 또는 두 개의 선택기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탐색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고,
또는 윈도우즈(Window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작업할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것

처럼, 단일 선택기를 구비한 경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 인터넷 탐색 모드인 경우에, 디스플레이는 특정한
웹 페이지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움직임 센서들의 사용을 통하여 또는 선택기의 사용에 의해 그 페

이지의 표시화면(120; displayed views)을 움직일 수 있다.
이지 영상의 중앙에 나타난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통해 탐색함에 따라 커서(122)는 영상이 웹 페이지의 가

장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디스플레이의 중앙에서 대기한다.
의 가장자리를 향하여 계속된다(124).
"클릭"하도록 허용한다.

인터넷 모드에서 커서(122)는 디스플레이된 웹 페

영상의 움직임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커서는 스크린

이는 사용자가 페이지의 가장자리에 근접한 웹 페이지의 부분에서

두 개의 선택기들을 구비한 경우, 선택기들 중 하나는 웹 페이지에 걸쳐 디스플레이된

윈도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선택기는 포인터를 제어할 수 있다.
[0053]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타이핑, 통화, 및 아이콘 선택을 위한 세 개의 반투명 구획들(210)을 구비한 격자(20
0)가 도 10에 도시된다.

세 개 이상의 구획들(210)이 사용될 수 있고, 그러나 오직 세 개의 구획들(210), 즉

선택된 구획, 선택된 구획 아래의 구획, 그리고 선택된 구획 위의 구획만이 동시에 보인다.
[0054]

격자(200)의 각 구획(210)이 세 개의 열과 네 개의 행의 매트릭스 셀들(202)을 포함하는 반면, 격자 구획(210)
은 모든 수의 행과 열의 셀들(202)을 갖는 매트릭스를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직 세 개의

열, 즉 선택된 열, 선택된 열의 좌측 열, 그리고 선택된 열의 우측 열만이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플리케

이션들에서, 특정하게 구성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키들의 개수는 특정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격자 구획의
행의 개수와 동일하다.

키들은 요홈 내에 위치하거나, 바(bars)에 의해 분리되거나, 피트(pit)에 위치하는 등

에 의해서 (손의 손바닥에 의해) 비의도적인 맞물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격자(200)의 구획들

(210)은 업/다운 명령어들의 사용을 통해서 선택되고, 그리고 좌/우 명령어들의 사용을 통하여 할당된 열에 선
택 포인터(204)를 움직임으로써 소망의 열이 선택된다.

각 셀(202)은 알파벳 문자-숫자, 심볼, 악보, 아이콘,

표의 문자, 약호 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포함할 수 있다.
[0055]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표시 영역(viewed area) 및 도 11에서 300으로 기능적으로 도시된 선택 포
인터의 단계적 동작 움직임을 가져온다.

표시 영역이 특정 위치에 있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좌측으로 기울이는

경우에, 선택 포인터는 좌로 이동하고, 장치가 중앙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시각적 격자는 결과적으로 좌로 이동
한다.

사용자가 다시 시스템을 좌측으로 기울이는 경우에, 선택 포인터는 좌로 이동한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

템 소프트웨어는 도 12에서 310으로 기능적으로 도시된 표시 영역 및 선택 포인터의 원형 움직임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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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영역이 특정 위치에 있고 선택 포인터가 열 B 상에 있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좌측으로 기울이는 경우에, 선
택 포인터는 열 A로 좌로 이동하고, 그리고 장치가 중앙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시각적 격자는 결과적으로 좌로
이동하고 그리고 선택된 열 A가 중심에 위치한다.
는 열 D로 좌로 이동한다.

사용자가 다시 시스템을 좌로 기울이는 경우에, 선택 포인터

만일 열 D가 가장 좌측의 열이라면 선택 포인터는 열 D에 남아 있고 그리고 열들 B

및 C가 열 D의 좌측으로 이동함에 의해서 표시 영역은 열 D에서 중심에 위치한다.
[0056]

단계적 동작 움직임은 도 13 및 14에서 32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맵 영상(map image)과 같은 어떠한 영상에 대
해 선택 포인터를 움직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표시 영상은 맵 영상의 소망의 확대/축

소 레벨(zoom level)(예컨대, 1:1 -> 3×4; 1:2 -> 6×8; 1:10 -> 30×40 등)에 따라 다수의 사각형으로 분할
된다.

소망의 표시 영역은 업/다운 명령어 및 좌/우 명령어의 사용을 통해 선택된다.

도 15에서 33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달력에서 사용될 수 있다.
mode)의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에 대해 이루어진다.

단계적 동작 움직임은

예를 들면, 달력 구성은 가로 모드(landscape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좌측으로 기울임에 의해서, 선택

포인터는 좌로 한 열만큼 이동하고 음영(shadow)이 남는다.

장치가 뒤로 기울어지면(복귀하면) 음영은 결과적

으로 선택 포인터를 따라잡고, 이러한 절차가 반복될 수 있다.
[0057]

상술한 바와 같이,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단계적 동작 코드(step motion code), 슬라이딩 제로 코
드(sliding zero code), 적응 한계 코드(adaptive threshold code), 및 단계적 또는 스크롤 해상도 코드(step
or scroll resolution code)를 포함한다.

단계적 동작 코드는 도 16에 도시된 영상들(340) 및 도 17에 도시된

순서도(342)를 통해 기능적으로 도시된다.

시스템이 전원이 공급되거나 기동되는 경우에 기준값 제로(0)가 이

루어진다.

사용 중에, 액티브 실제 경사(가속)이 소정의 제 1 한계보다 낮고 그리고 기준값 제로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에, 선택 포인터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선택 포인터는 위치에 남
는다.
[0058]

기울임(경사)은 소정 시간 간격(예컨대, 초 단위의)에 대해 주기 움직임 센서 입력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경사

값이 제 1 한계 경사값(first threshold tilt value)을 초과하고 그리고 다음 'n' 경사값들의 평균이 제 2 한
계 경사값(second threshold tilt value) 너머라면, 단계적 동작 코드는 선택 포인터가 경사진 방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표시 영상에 대해 움직이도록 한다.
의 움직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사값이 제 1 한계 경사값에 대해 남는 한, 선택 포인터의 추가

사용자는 다음 "단계"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경사값이 제 1 한계 이하

가 되도록 장치를 복귀해야 한다.
[0059]

단계적 동작 코드는 또한 선택 포인터의 스크롤 또는 계속적인 동작을 유효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그리고
"록-앤-스크롤" 동작("rock-n-scroll" motion)으로써 이 문서에 참조될 것이다.

록-앤-스크롤 동작은 특수 키

또는 타이머가 활성화된 경우에, 그리고/또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단계 또는 스크롤 플래그(scroll flag)가 설
정되는 경우에 작동하고, 그리고 연속 동작 또는 다수 단계들을 이끌어내어 인식되는 경사마다 발생한다.
[0060]

슬라이디이 제로 코드(sliding zero code)가 도 18에 기능적으로 도시된다.

소정 개수의 움직임들 'm'의 경사

각 값의 평균이 좌/우 경사 평균에 의해 도시된 것처럼 비스듬하게 일정해지면, 새로운 기준값 제로가 좌/우 경
사값 평균의 사이에서 중앙 경사값에 대응하여 갱신된다.

각 움직임에 대해 사운드 확인이 나오고

그리고 좌/우 움직임에 대해 업/다운 움직임, 및 측면 키와 다르다.

몇몇 경우에, 선택은 사운드 안내에 의해

점유될 수 있다.
[0061]

기준값 제로는 비활성 주기 이후에 자동적으로 재설

정될 수 있고, 버튼을 누름에 의해 강제 재설정이 유효해질 수 있다.

기준값 제로는 또한 선택적 "거품"(도 20의 392 참조)의 위치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 있다.

적응 한계 코드(adaptive threshold code)가 도 19에 기능적으로 도시된다.

적응 한계 코드는 사용자가 백스페

이스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격자 셀로부터 다른 셀로 너무 많은 점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효
하다.

그러한 동작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 1 한계 및 제 2 한계가 낮아지거나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한계가 뒤로 그리고 앞으로 유효해질 수 있다.
[0062]

도 20에 도시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370)은 격자(382)를 구비한 디스플레이(380), 프로세서 및 메모리(384),
제 1 선택기(386), 제 2 선택기(388), 키들(390)을 포함하고, 그리고 부수적인 가상의 거품(392)의 사용을 도시
한다.

디스플레이(380)는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예컨대, 리모콘).

거품(392)은 포인터 영상의 위치를 보여주

고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일부이다.
[0063]

도 21에 도시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400)은 격자(412)를 구비한 디스플레이(410), 프로세서 및 메모리(414),
제 1 선택기(416), 제 2 선택기(418; 하나 이상의 움직임 센서들), 키들(420)을 포함하고, 그리고 부수적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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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센서들(422)의 사용을 도시한다.

디스플레이(410)는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예컨대, 리모콘).

추가의 외

부 센서들(422)은 외부와 내부의 센서들 사이의 다른 신호들로써 진정한 사용자 입력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센서들(422)은 사용자 및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400)을 수송하는 차량 내에 위치할

수 있다.

도 22는 무선 통신 링크(wireless communication link)에 대해 외부 센서들(440)을 사용하도록 구성

된 핸드헬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430)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430)은 인체공학적 하우징(432), 키들(434),

선택기(436), 및 내부 센서들(438)을 포함한다.
[0064]

도 23은 차량 내 사용자에 의해 수행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450)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450)은 시스템

(450) 내부에 모두 위치하거나 또는 하나는 시스템(450) 내부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위치하는, 두 개 세
트의 센서들을 갖는다.

외부 센서들은 시스템(450)과 무선 및/또는 비-무선 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

(460)은 이 시스템(450)의 움직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준다.

영상

예를 들면, 사용자의 손이 시스템(450)을 축

에 대해 회전하는 경우에 이 시스템(450)의 진정한 경사값을 가리키는 차동 신호(differential signal)가 사용
자에 의해 가해지는 힘 및 차량에 의해 시스템(450)에 가해지는 힘 사이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도 24의

영상(462)을 참조하면, 두 개 세트의 센서들 사이의 차동 신호, A-B는 사용자 입력을 중복하고 그리고 차량 힘
성분을 취소할 수 있다.
[0065]

도 25에 도시되는 것처럼,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470)에 두 개 세트의 센서들이 구비된 경우에 외부 동작 배제
(external motion filtering)가 유효화될 수 있다.

사용자 입력은 피치, 롤, 및/또는 요 축들에 대한 회전 움

직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삼차원에서 공간에 의해 적절히 정렬되고 구분되는 두 개 세트의 동일한 센서
들에 의해 수신되는 신호들이 동작 배제 소프트웨어(motion filter software)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직임은 슬라이딩 동작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용이하게 배제될 수 있다.

차량 움

이 시스템(470)은 움직임 센서(들)

변수의 일반적 분산을 조정하기 위한 부수적 신호 이퀼라이저(들)를 가질 수 있다.
[0066]

핸드헬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이중적으로(for ambidexterity) 구성될 수 있다.

핸드헬드 액티브 키보드 시

스템(480)이 도 26a에 도시되고 그리고 좌측 면상에 버튼들을 구비한 개인 정보화 기기(PDA; 480)로써 구성되며
그리고 PDA를 뒤집음으로써 왼손잡이 및 오른손잡이 개개인에 이중적으로 사용 가능한 PDA(480)의 톱 및 바닥
부분에 두 개의 로커 패드 또는 조이스틱이 존재하고 따라서 키들 또는 버튼들은 한 측면 또는 다른 측면 상에
위치한다.

도 26b에 도시된 PDA(482)는 PDA(482)의 톱 부분에 단일의 로커 패드 또는 조이스틱 그리고

PDA(482)의 이중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PDA(482)의 좌측 또는 우측 면 위에 두 개 세트의 버튼들 또는 키들을
포함한다.

도 26c에 도시된 대형의 PDA(484)는 PDA(484)의 좌측 및 우측 면 위에 두 세트의 키들 또는 버튼들

을 포함하는 동시에 PDA(484)의 좌측 상부 및 우측 상부 위로 두 개의 조이스틱 선택기들을 포함한다.
[0067]

PDA 형태의 핸드헬드 장치와 조합되어 사용되고 그에 부착되어 작동하도록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 요소들이
슬리브(490)로써 구성되는 소형의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 도 27a에 도시된다.

이 슬리브(490)는 슬리브(490)

를 뒤집음으로써 왼손잡이 및 오른손잡이 개개인에 의해 PDA의 이중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키들 또
는 버튼들이 한 측면 또는 다른 측면에 위치하는 슬리브(490)의 좌측 면 위 버튼들 또는 키들 그리고 슬리브
(490)의 톱 및 바닥 부분의 로커 패드 또는 조이스틱 선택기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슬리브(490)는 통상의

PDA가 배치될 수 있는 장치이고, 그리고 선택기들, 키들, 마이크로콘트롤러(microcontroller) 등과 같은 본 발
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 요소를 포함한다.
[0068]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 요소를 구비하고, 그리고 대형 PDA 형태의 핸드헬드 장
치와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고 그에 부착되어 작동하도록 구성되는 슬리브(492)가 도 27b에 도시되고, 이는 슬
리브(490)의 좌측 상부 및 우측 상부에 두 개의 조이스틱 선택기들과 함께 슬리브(492)의 좌측 및 우측 면 위에
세트들의 키들 또는 버튼들을 포함함으로써 이중적인 사용을 위해 구성된다.

[0069]

휴대폰으로써 구성된 핸드헬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500)이 도 28에 도시된다.

휴대폰(500)은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인체공학적 하우징을 포함하고 그리고 시각적 격자 영상은 다수의 셀들(502) 및 격자 영상의 한 열을 둘
러싸는 선택 포인터(504)를 보여준다.

휴대폰(500)은 또한 선택기(506), 측면 버튼들 또는 키들(508), 마이크

(510; microphone), 및 스피커(512)를 포함한다.

도 28에 도시된 시각적 격자 영상은 휴대폰(500)이 켜지거나

활성화되는 경우에 보여질 수 있는 전원 공급된 스크린을 보여준다.

전원 공급된 스크린은 사용자가 메모를 타

이핑하고(Memo), 음성 메일을 받고(Voice Mail), 계산기를 사용하고(Calculator), 일정을 검토/편집하고
(Schedule), 전화를 걸고(Dial), 주소록을 사용하고(Phone Book), 이메일을 송수신하고(E-Mail), 통화 ID를 사
용하고(Caller ID), 인터넷을 사용하고(WWW), 휴대폰(500)의 사용을 잠그는 것(Guard) 등을 포함하는 주요 기능
모드들에 즉시 접근하도록 하는 성능을 제공한다.

선택 포인터(504)는 움직임 센서들에 의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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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

*도 29는 텍스트 모드의 휴대폰(500)을 도시한다.
여주도록 구분된다.

디스플레이는 타이핑된 텍스트 및 격자에 키 할당 격자를 보

타이핑을 위해 오직 한 손만이 요구되고 그리고 타이핑 속도는 다중 태핑(multi-

tapping)보다 매우 빠르다.

도 30은 좌/우 센서들이 선택 포인터(504)를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업

/다운 센서들이 영상(530) 내 구획들 사이로 전환하는지 보여준다.

움직임 센서(들)을 배제한 타이핑은 또한

측면 버튼들(508) 및/또는 선택기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
[0071]

도 31에 도시된 것처럼, 왼손잡이용 휴대폰으로써 구성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500)은 중복 선택기를 구비한
휴대폰(540)을 장착함으로써 이중적 사용을 위해 구성될 수 있고 따라서 휴대폰(540)은 오른손잡이 용으로 전환
될 수 있다.

도 32의 휴대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550)은 움직임 센서들이 설치되고 그리고 자연적인 흔들림

및/또는 측면/수직의 손 움직임을 검출할 수 있다.

휴대폰(550)에 제공된 센서들은 모든 삼차원의 동작을 검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수직의 축들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72]

휴대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주소록(phone book), 통화 이력(call history), 전화기 기능(phone
features), 달력/일정(calendar/schedule), 포켓 오피스(pocket office) 등과 같은 전화 어플리케이션 및 기존
데이터의 관리와 결부된다.

주소록(phone/address book)을 이용한 휴대폰으로써 구성된 핸드헬드 액티브 키보

드 시스템의 기능적 사용이 도 33 및 도 34에서 560 및 570으로 도시된다.

도시된 것처럼 주소록이 전원이 공

급된 스크린으로부터 선택되고 그리고 특정 이름이 스크롤에 의해 찾아질 수 있고, 또는 텍스트 모드를 사용하
여 선택될 수 있다.

최종 이름(final name)의 선택은 키에 의해 이루어진다.

럼, 전화번호, 이메일, 및/또는 주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
걸기, 받기, 또는 놓친 통화 이력이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

도 35에서 580으로 도시된 것처

도 36에서 590으로 도시된 것처럼,

통화 이력 내에 존재하는 번호는 도 37

에서 600으로 도시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고, 그리고 통화 이력 내 신규 번호는 도 38에서 610
으로 도시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

달력 기능은 도 39에서 620으로 도시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
[0073]

도 40은 630을 통해서 적절하게 구성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휴대폰의 탐색 모드(browsing mode)에서 어떻게
선택기 기능 및/또는 측면 버튼 기능이 마우스 클릭(mouse clicks)을 에물레이트(emulate) 하도록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도 41은 640을 통해서 어떻게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선택 포인터가 경사(기울임) 제어 움직임을

통해서 맵(maps)을 탐색하여 이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도 42 및 도 43은 650 및 660을 통해서 어떻게 휴대

폰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 탐색 모드에서 맵을 탐색하도록 이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0074]

도 44는 670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 인터넷 웹 페이지들을 탐색하도록 사용
되는지를 보여주고, 여기서 움직임 센서(들)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스플레이 윈도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
고, 다섯 위치 엄지 조이스틱 선택기는 마우스 커서 및 클릭을 에물레이트하여 웹 페이지 상에서 아이템을 선택
할 수 있고, 그리고 키들은 타이핑(typing), 복사(copy), 붙여쓰기(paste), 및 추가 기능들(more)이 유효하도록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측면 바들(side bars)이 움직임 센서(들)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0075]

도 45는 680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 포켓 오피스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엄지 손가락 조이스틱 선택기에 의해 커서를 제어하는지, 그리고 키들에 의해 타이핑, 복사, 붙
여쓰기, 및 추가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면 바들이 움직임 센서(들)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도 46은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 조준 및 발사(aiming and firing)를

실행하도록 엄지 조이스틱을 사용함에 의해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을 기
울임으로써 좌, 우, 전, 후로 움직이도록, 그리고 확대/축소하도록 사이트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0076]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알파벳, 록-앤-스크롤 업,다운,좌,우 움직임의 삼차원 표현을 구비한
격자, 웹 접속, 메시지 보기, 및 게임용 이중 포인팅 장치를 제공한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입력수단 및 부

수적 마이크로콘트롤러를 구비한 슬리브가 통상의 핸드헬드 장치용 플러그-인(plug-in)으로써 사용될 수 있고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이중적, 외부 움직임 보정(예컨

대, 팔찌, 가죽케이스, 내부 이중 센서 등), 및 적응 한계 코드, 슬라이딩 제로 코드, 단계적 동작 코드, 보정
코드, 단계적 또는 스크롤 해상도 코드, 격자 표현 코드, 격자 정주 코드, 어플리케이션 적응 코드, 및/또는 사
운드 코드를 포함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0077]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5-방향 조이스틱 선택기, 세 개의 실질적으로 수직의 움직임 성분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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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해 구성되는 움직임 센서, 및 네 개의 키들과 같은 선택기 형태의 단순하고 직관적인 제어를
제공한다.

손가락을 이동하지 않고서 한 손을 이용하여 백이십여 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예컨대, 양

손 및 책상과 의자를 요구함 없이 오직 전체 사이즈의 QWERTY 키보드(일반 키보드)와 동일하다).

게임 및 스크

린 탐색을 위해 엄지 및 손목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두 개의 포인팅 장치들의 비길 데 없는 성능이다.
제어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일정하다.
[0078]

본 발명의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이점들은 한 손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쥐고 작동하는 것과, 편안하고 방해 없
는 쥠, 자연적 손목/엄지/손가락 움직임의 제공, 직관적인 일관된 제어, 및 기능 및 데이터로의 빠른 접근을 포
함한다.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스크린은 전체 전면을 사용하고, 키패드는 측면 상에 위치한 네 개의 버튼들

로 제거되고, 손가락들이 이동하지 않고 항상 키들 위에 놓여지며, 그리고 엄지 조이스틱 및 움직임 센서(들)가
손목에 의해 제어된다.
[0079]

본 발명의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상에 그룹화된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을 동적으로 표현하고 입력수
단의 사용을 통하여 활용가능한 선택권들의 명백한 선택을 유효하게 하고, 그에 따라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오직 한 손만을 사용하여 장치 안으로 알파벳 문자-숫자 텍스트 및 데이터의 입력을 포함하는 모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치하는 세트의 기술들을 제공한다.

[0080]

본 발명이 그 바람직한 실시형태들을 참조하여 기술되었으나, 관련기술에 숙련된 자들에 의해서 본 발명의 참된
개념 및 범위를 벗어남 없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가물이 그 요소에 대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81]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왼손 사용을 위한 휴대폰으로써 구성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전면 사시도이다.

[0082]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0083]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블록도이다.

[0084]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틸트 동작의 효과를 가리키는 순서도이다.

[0085]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틸트 동작의 효과를 가리키는 순서도이다.

[0086]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버튼 조립체 선택기(button assembly selector)의 평면도이다.

[0087]

도 5b는 도 5a에 도시된 버튼 조립체 선택기의 단면도이다.

[0088]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른 롤러 볼 선택기(roller ball selector)의 단면도이다.

[0089]

도 5d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패드 선택기(touchpad selector)의 사시도이다.

[0090]

도 5e는 본 발명에 따른 조이스틱 선택기(joystick selector)의 단면도이다.

[0091]

도 6a는 도 5a에 도시된 버튼 조립체 선택기의 기능도이다.

[0092]

도 6b는 도 5b에 도시된 롤러 볼 선택기의 기능도이다.

[0093]

도 6c는 도 5d에 도시된 터치패드 선택기의 기능도이다.

[0094]

도 6d는 도 5e에 도시된 조이스틱 선택기의 평면도이다.

[0095]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움직임 센서 선택기가 장착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사시도이다.

[0096]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선택 포인터의 열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전면 사시도
이다.

[0097]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나는 페이지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음영 부
분을 이용한 컴퓨터 화면의 전면도이다.

[0098]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다수-구획 격자의 확대도이다.

[0099]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단계 동작의 기능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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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단계 동작의 기능도이다.

[0101]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상의 맵 영상(map image)의 전면도이다.

[0102]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상의 맵 영상에서 처리되는 화면 확대/축소(zoom)
의 기능도이다.

[0103]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상의 달력의 단계적 실시의 기능도이다.

[0104]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단계적 동작의 기능도이다.

[0105]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단계적 동작의 순서도이다.

[0106]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슬라이딩 제로 코드(sliding zero code)의 기능도
이다.

[0107]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적응 한계 코드(adaptive threshold code)의 기능
도이다.

[0108]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가상의 방울(virtual bubble)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09]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은 부수적 외부 센서를 구비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다.

[0110]

도 22는 본 발명에 따라 외부 동작 보상기(external motion compensator)를 구비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이다.

[0111]

도 23은 본 발명에 따라 두 개의 외부 센서를 구비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기능도이다.

[0112]

도 24는 본 발명에 따라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위한 회로도의 기능도이다.

[0113]

도 25는 본 발명에 따라 두 개의 반대되는 방향의 센서들을 활용하는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잡음
제거 코드(noise cancellation code)를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14]

도 26a, 26b 및 26c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세 개의 실시예들이다.

[0115]

도 27a 및 27b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하기 위한 슬리브들의 두 개의 실시예들
이다.

[0116]

도 28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걸기(dialing)용 디스플레이 화면 영상이다.

[0117]

도 29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이용한 타이핑을 위한 디스플레이 화면 영상이다.

[0118]

도 30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 위의 격자 구획 층들에서 움직임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19]

도 31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쥠(grip)을 도시한 기능도이다.

[0120]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움직임 센서를 구비하여 장착한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을 도시한 기능도이다.

[0121]

도 33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전화/주소록 특징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22]

도 34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이름 선택 전화/주소록의 기능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23]

도 35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전화번호 이메일, 및 주소 선택 전화/주소록의 기능을 도시하
는 기능도이다.

[0124]

도 36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통화 이력(call history) 선택 전화/주소록의 기능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25]

도 37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현재 번호 통화 이력 선택 전화/주소록의 기능을 도시하는 기
능도이다.

[0126]

도 38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신규 번호 통화 이력 선택 전화/주소록의 기능을 도시하는 기
능도이다.

[0127]

도 39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달력 기능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28]

도 40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브라우징(browsing) 기능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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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도 41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맵 탐색(navigating map) 기능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30]

도 42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맵 탐색 기능을 이용한 브라우징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31]

도 43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맵 탐색 기능을 이용한 브라우징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32]

도 44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한 브라우징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33]

도 45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포켓 오피스(pocket office) 기능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34]

도 46은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키보드 시스템의 게임 기능을 도시하는 기능도이다.

[0135]

유사한 참조 문자는 첨부된 도면을 통하여 일치하여 대응되는 특징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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