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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뉴 표시장치 및 방법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메뉴 표시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풀다운 메뉴 시스템을 설명한 도면.

제2도는 종래의 풀다운 메뉴 시스템을 설명한 도면.

제3도는 종래의 풀다운 메뉴 시스템을 설명한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개요를 설명한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개요를 설명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개요를 설명한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개요를 설명한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개요를 설명한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개요를 설명한 도면.

제10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개요를 설명한 도면.

제1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주요부분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주요부분의 일부를 더욱 상세히 도시한 도면.

제1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한 도면.

제15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한 도면.

제1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한 도면.

제1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퍼스널 컴퓨터                               2 : 오퍼레이팅 시스템

3 :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시스템      5 : 액정표시장치 

12-1

1019930000135



6a : 투명도판                                    6b : 펜 

7 : 윈도우 시스템                              8 : 윈도우 관리기 

9 : 메뉴 처리 시스템                          10 : 이벤트 처리기 

11: 메뉴 바 정보관리부                      12 : 풀다운 정보관리부

13 : 조정 정보관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것으로, 특히, 투명 도판(table
t)과  액정  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하여  일체형  입출력  장치  등의  표시화면(display 
screen)에서 효율적인 메뉴처리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컴퓨터 사용자 대화(user interaction) 기법은 주로 비트맵(bit map) 표시장치와 마우스(또는 도
판(tablet))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기본적으로 화면 전체가 가시(可視)화 되는 것을 전제로 하
여, 사용자 조작을 위해 설계된다. 사용자 대화기법의 대표적인 예가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
령어와 같은 선택 항목을 비트맵 표시장치상에 표시하고, 마우스 등의 지시장치(pointing device)를 이용
하여 입력하는 방법이다. 메뉴를 계층화하여 이용성을 개선한 풀다운 메뉴 시스템이 제1도에 도시된다. 
이러한 메뉴 시스템에 있어, 메뉴 바(menu bar)는 통상, 표시장치 또는 윈도우 상부에 위치되어, 각 항목
은 횡으로 나열되며, 풀다운(pull-down) 메뉴는 종으로 표시된다. 마우스와 비트맵 표시장치를 이용한 시
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주사(scan)하므로 메뉴 바와 풀다운 메뉴 간의 
이같은 배치는 매우 효율적이다.

그런데, 최근 센서 기술 및 액정 기술의 진보에 따라 비트맵 표시장치 및 마우스 대신에 새로이 투명 도
판(transparent tablet)과 액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일체형 입출력 장치가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
의 특징은 현재 표시장치상에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직접 조작할 수 있다는(표시되어 있는 항목의 위치와 
조작하는 대상의 위치가 일치해 있음)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풀다운 메뉴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메뉴 바상에서, 펜을 잡은 팔쪽의 메뉴 항목이 가려져 버린다(제2도 참조).

(2) 풀다운 항목도 최초의 항목은 보일지라도, 아랫쪽으로 선택해 가는 동안에 손에 의해 가려져 버린다
(제3도 참조).

또한, 발명과 관련된 특허 문헌으로서는 특허공개공보 소화 62-254233호, 특허공개공보 소화 63-205722호
가 있다. 이들은 기존의 메뉴 바 및 풀다운 메뉴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메뉴 바가 화면 상부
에 횡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본 발명과는 다르다. 또한 IBM  Technical  Disclosure  Bulletin  Vol. 
32, No. 8, pp. 370-372, (1990년 1월)에는 풀다운 메뉴를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
는데, 이 수법에서도 메뉴 바는 화면 상부에 횡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친밀한(user-
friendly)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응용(application)을 대표하는 아이콘(icon)을 예를 들면, 화면 우
단에 상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IBM AIX NextStep Environment/6000, sc23-2357, p. 2-29), 이
것은 자주 사용하는 응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펜 입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또한, 이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아이콘을 선택해도, 단지 응용이 기동될 뿐이며, 풀다운 
메뉴 등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펜에 의한 입력시에도, 조작 특성
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전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메뉴 바가 화면(또는 윈도우) 상부에 횡 일렬로 
나열되어 있음에 반해, 메뉴 바를 화면(또는 윈도우)의 우단 또는 좌단에, 바람직하게는 사용자 영역 팔
쪽에 종일렬로 나열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풀다운 부분이 손목 운동을 고려한 호를 이루도록 하고 있
다(제4도 참조). 이후의 설명은 오른손잡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되며, 왼손잡이 사용자의 경우는 
좌우가 반대로 된다. 풀다운의 각도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손의 크기, 팔 윗쪽의 길이 및 작업공간의 
위치(특히, 의자등(chair back)의 중심으로부터의 각도)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하므로, 사용전에 조정된
다. 또, 메뉴 바로부터의 조작 연속성 및 문자의 횡서에 의한 공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메뉴 바 
항목의 내용이 소정의 각도를 이루어 표시될 수 있다(메뉴 바의 내용은 아이콘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을 대상물의 가시성 관점에서 검토한다. 사용자가 펜을 사용하여 화면 위를 지시하는 경우, 팔은 
화면의 우측 하부에서 좌측상부로 놓여진다. 통상의 화면 또는 윈도우 상부에 횡으로 나열되는 메뉴 바에
서는, 어떤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옆의 항목이 손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지
만, 본 발명에서는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 항목이 가려짐 없이 표시된다.

또한, 본 발명을 손의 조작특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통상의, 종으로 열거한 풀다운 메뉴에서는 아랫쪽
의 항목을 선택할 경우, 팔을 크게 움직이든가 손목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어, 조작 특성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본 발명에서는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손목에 무리가 없는 운동으로 메뉴
의 모든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 실시예는 기존의 메뉴 시스템에 새로이 조정(calibration) 기능을 부가하고, 메뉴 바 서브 시스
템이나 풀다운 서브 시스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다.

[조정(Calibration) 기능]

풀다운 메뉴를 무리없이 펜 끝으로 추적하는 궤적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각 개인에 대한 조정이 필수불
가결하다. 우선,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개인에게 화면상의 한점을 지시시킨다. 다음으로, 손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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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리없이 이동할 수 있는 단점(end  point)을 지시시키고,  이때 펜끝이 더듬은 궤적을 원호로 적용
(fitting)하여 메뉴를 표시하는 호를 구한다.

[메뉴 바 서브 시스템]

종래의 메뉴 바 서브 시스템에서, 오프셋트 계산 X 좌표와 Y 좌표를 바꾸어 넣음으로써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단, 손목의 회전반경에 비해 메뉴 바의 각 항목(일반적으로 1 내지 2단어)의 길이가 충분히 짧
다고 생각되므로, 이 경사각도는 일정하게 되도록 한다.

[풀다운 메뉴 서브 시스템]

통상, 종으로 나열한 메뉴 시스템에서는 제1항목을 작성하고 나서 다음 항목을 작성할 경우, 단부에 종방
향의 오프셋트만이 더해진다(제9도 참조). 이에 대해, 본 발명의 메뉴 시스템에서는 제8도에 도시하는 조
정 데이타를 기반으로 제10도에 도시하는 방법에 의해 연속되는 항목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메뉴 시스템에 쉽게 부가될 수 있다.

이상, 조정 기능의 상세한 설명과 메뉴 바 서브 시스템 및 풀다운 서브 시스템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히 기술된다.

제11도는 이 실시예의 시스템 구성을 전체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이 도면에서 퍼스널(personal) 컴퓨터
(1), 오퍼레이팅(operating) 시스템(2)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management) 시스템(3)으로 이루어져 
있다. 퍼스널 컴퓨터(1)는 예를 들면, 일본 IBM 주식회사의 PS/55로(PS/55는 미국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사의 상표), 프로세서(4), 액정 표시장치(5), 투명 도판(6a) 및 
펜(6b)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2)은 예를 들면, 일본 IBM 주식회사의 AIX PS/2이다(AIX 
및 PS/2는 미국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사의 상표). 이러한 오퍼레이팅 시스템(2)은 액정 표시장치
(5)로의 출력과 투명 도판(6a)으로부터의 입력을 관리하는 윈도우 시스템(7)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 관리 시스템(3)은 메뉴 처리 등의 입출력의 복합적 처리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메뉴의 표시/선
택/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의 데이타 수신(reception) 및 전송(transfer)을 수행한다.

제12도는 제11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시스템(3) 및 윈도우 시스템(7)간의 데이타 수신 및 전송을 
도시한 것이다. 제12도에서, 사용자 인테페이스 관리 시스템(3)은 윈도우 관리기(window manager)(8) 및 
메뉴 처리 시스템(9) 이외에, 이벤트 처리기(event handler)(10)를 가지고 있다. 이벤트 처리기(10)는 윈
도우 시스템(7)으로부터의 이벤트 정보를 받아 윈도우 관리기(8) 및 메뉴 처리 시스템(9)으로 넘겨 준다. 
윈도우 관리기(8)는 이벤트 정보에 의거하여, 윈도우의 위치나 크기를 수정한다. 메뉴 처리 시스템(9)은 
이벤트 정보에 의거하여, 후술하는, 제14도 내지 제17도에 도시한 처리 루틴을 실행 처리하며, 제1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뉴 바 정보관리부(11), 풀다운 정보관리부(12) 및 조정 정보관리부(13)를 가지고 있
다. 이들 정보관리부(11)(12), 및 (13)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이 같은 구성에서, 미리 사용자가 조정을 수행하며, 응용 프로그램이 메뉴 데이타를 등록한다. 그 다음, 
사용자가 투명 도판(6a)에 펜(6b)을 이용하여 지시를 수행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2)상의 윈도우 시스템
(7)이 사용자의 지시에 응답하여 이벤트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 인테페이스 관리 시스템(3)으로 보내기 
시작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시스템(3)은 이러한 이벤트 정보에 따라, 메뉴의 표시 및 선택을 수행
할 명령을 메뉴 처리 시스템(9)에 제공하며, 메뉴 처리 시스템(9)은 이에 응답하여 다음의 이벤트로부터 
항목 선택을 위해, 다시 윈도우 시스템(7)을 통하여 액정 표시장치(5)상에 표시한다. 메뉴의 선택이 확정
되면, 이전에 표시한 메뉴는 삭제되고, 선택 데이타는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된다.

제13도는 제12도의 메뉴 처리 시스템(9)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여기서, 메뉴 처리 시스템(9)은 
메뉴 바 정보관리부(11), 풀다운 정보관리부(12) 및 조정 정보관리부(13)를 가지고 있다. 메뉴 바 정보관
리부(11)는 메뉴 바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표시정보(표시 문자열(display character string), 색, 폰트
(font),  표시  아이콘(display  icon)  데이타,  크기(폭,  높이)등),  위치정보(각  항목을  표시하는  시점 
(start point)의 위치좌표), 경사각도, 풀다운 정보를 지시하는 인덱스(index)를 포함하고 있다. 풀다운 
정보관리부(12)는 풀다운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표시정보(표시문자열, 색, 폰트, 크기(폭, 높이)등) 및 
실제로 선택되었을 때에 응용 프로그램에 넘겨지는 응용 데이타를 포함하고 있다. 조정 정보관리부(13)는 
사용자의 손목회전을 기초로 하는 원호의 정보(펜끝을 놓은 위치에서 상대적인 원호의 중심 좌표)를 포함
한다.

다음으로 본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한다.

메뉴 시스템의 이용을 설명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즉, 이 단계는, (1) 조정 처리, 
(2)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초기 설정, (3) 대화형 메뉴 처리이다. 이들 3가지 처리의 전환은 통상, 오퍼
레이팅 시스템(2) 또는 독립된 다른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능하다.

1. 조정 처리

조정 처리에서는 사용자의 손목 회전 요소에 관한 정보가 추출되며, 추출된 정보는 전술하는 조정 정보관
리부(13)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다. 이하, 제14도와 같이 조정 절차가 수행된다. 사용자는 
시스템에 대하여 우선 조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지시한다(조정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시스템은 사용자
에 대하여 조정용 윈도우를 새로이 제공하고, 입력을 기다린다(단계(S1)). 사용자가 펜(6b)의 끝을 윈도
우내에 떨어뜨린 것(투명 도관(6a)이 좌표를 검지하고, 동시에 그 위치에 펜끝이 접촉한 것을 확인함)을 
윈도우 시스템(7)이 통보하는 경우, 조정용 데이타의 표본화(sampling)를 시작한다(단계(S2)).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펜끝을 움직이면, 윈도우 시스템(7)은 사용자 펜끝의 데이타를 메뉴 처리 시스템(9)으로 보낸
다. 메뉴 처리 시스템(9)이 사용자에 대하여 에코(echo) 표시를 해도, 사용자의 펜끝이 어떤 일정거리를 
움직일 때까지, 새로운 점의 입력이라고는 인식하지 않으며, 그 거리이상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그때의 
펜끝을 새로운 점으로 인식하여, 그 점의 좌표를 시스템내에 저장한다(단계(S3)). 이러한 표본화는 펜끝
이 투명도판(6a)에서 떨어질 때까지 반복된다(단계(S4)).  그 결과, 사용자의 펜끝 움직임에 대한 점열
(point string) 데이타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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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얻어진 데이타 열의 양끝점 및 중점을 이용, 이 점열을 원호에 적용(fitting)시킨다. 적용 방
법은 제8도에 도시한 바와 같다. 이것으로부터 얻어진 원호 데이타(Cx,Cy,Cr)를, 이전에 에코하여 표시한 
사용자의 펜끝 궤적과는 구별이 가도록 겹쳐서 표시한다(예를 들면, 다른 색으로 중첩)(단계(S5)). 사용
자가 이러한 적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단계를 반복한다(단계(S6)). 최종적으로 얻어진 원호 
데이타  중에서,  데이타(Cx-X0,Cy-Y0)를  조정관리부(13)에  전달함으로써,  조정  처리가 종료된다(단계
(S7)). 단, (X0,Y0)는 펜끝 데이타의 최초 점의 좌표치를 나타낸다. 또한 오른손잡이·왼손잡이의 차이는 
Cx의 부호에 나타나므로(오른손잡이의 경우 Cx=0,왼손잡이의 경우 Cx0), 특별한 분기처리가 필요없다.

2.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초기설정

이러한 설정은 기존의 메뉴 시스템, 예를 들면, 일본 IBM 주식회사의 AIX Windows 또는 OS/2 
Presentation Manager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우선, 응용 프로그램은 메뉴 바 정보관리부(11)의 메뉴 바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 표시 정보(표시문자열, 색, 폰트, 표시 아이콘 데이타(icon data)등), 풀다운 정보관
리부(12)의 풀다운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표시 정보(표시문자열, 색, 크기(폭,높이)등)와, 실제로 선택
했을 때에 응용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응용 데이타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메뉴  바  정보관리부(11)의  각  항목  표시  정보로부터  문자열의  길이나  폰트  정보  등을 
이용하여, 크기(폭,높이)가 얻어지고 설정된다(예를 들면, 오퍼레이팅 시스템(2)에 일본 IBM 주식회사의 
AIX PS/2를 이용하고, 윈도우 시스템(7)에 이 회사의 AIX Windows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들 정보를 이
용하여 시스템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정보로부터, 위치정보(각 항목을 표시하는 시점
의 위치 좌표)와 경사 각도가 제15도에 도시한 순서로 구해진다. 우선, 응용이 요구하는 윈도우 크기 및 
현재 이용가능한 스크린의 크기, 또 사용자가 요구하는 크기로부터 메뉴 바에 이용가능한 영역(MBWidth, 
MBHeight)를 구한다(단계(S11)).

다음으로,  표시  정보가  문자인  것에  대해서만,  그  폭의  최대치(WidthMax)를  구한다.  높이의 최대치
(HeightMax)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단계(S12)). 이 값(WidthMax)을 앞의 MBWidth와 비교하여, 
WidthMax가 작을 경우, 디폴트(default) 경사각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MBWidth=HeightMax*sin(θ)+WidthMax*cos(θ)        (단계(S13))

의 방식으로 θ를 구하며, 이 값과  이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경사 최대치를 비고, 작은 쪽을 경사각으
로 설정한다(단계(S14)). 그 다음, 이 값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항목의 위치를 정한다. 우선, 제1항목의 
위치(Y 좌표)를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y=HeightMax*cos(θ)+WidthMax*sin(θ)                    (단계(S15))

다음으로, 제2항목을 포함하는 다음 항목은 전술하는 Y 좌표치에 

dy=HeightMax*cos(θ)

를 순서대로 부가하여 결정한다(단계(S16),(S17)). 또한 X 좌표에는 모든 항목을 통해 정수치

x=HeightMax*sin(θ)

를 설정한다(단계(S16),(S17)). 마지막으로, 각 메뉴 바 항목에서 지시되는 풀다운 정보관리부(12)의 인
덱스를  메뉴  바  정보관리부(11)내의  인덱스를  설정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초기  설정이 
종료된다.

3. 대화형 메뉴처리

메뉴 처리의 흐름은 제16도에 도시된다. 메뉴 처리 시스템(9)은 우선, 메뉴 바 정보관리부(11)의 데이타
를 이용하여, 응용이 지정한 윈도우에 메뉴 바를 표시한다(단계(S21)). 각 항목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정보는 전술한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초기 설정치에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특
별한 계산 등이 필요없다. 문자열을 표시하는 경우, 필요한 것은 문자열을 둘러싸는 문자열 박스(string 
box) 좌측 하부의 점이 항목마다의 위치 정보 좌표를 나타내도록 하고, 경사각도로 지정된 각도의 경사로 
표시하는 것이다. 아이콘 등의 경우에는, 경사를 주지 않고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가 어떤 항목내에서 
펜끝을 클릭(Click)했다는 이벤트가 윈도우 시스템(7)으로부터 전해지면, 그 펜끝의 좌표에서 어느 항목
이 지시되었는가를 검색하고, 처리 흐름을 풀다운 처리로 옮긴다(단계(S22)).

풀다운 처리도 또한, 풀다운의 메뉴표시부터 시작된다. 우선 메뉴 바의 선택된 항목에 대응하는 풀다운 
정보관리부(12)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풀다운 관리 정보를 구한다(단계(S23)). 이 정보와 조정 정보, 그리
고 선택된 풀다운 항목의 좌표치를 이용하여 풀다운 항목을 표시한다(단계(S24)). 풀다운 항목의 표시위
치 결정방법은 제17도에 설명된다. 여기에서도 전술한 메뉴 바 경우와 마찬가지로, 펜끝의 좌표 이벤트에
서 어느 항목이 선택되었는가를 판단하여(단계(S25)), 그 항목에 대응하는 응용 데이타를 , 응용 프로그
램에 전달한다(단계(S26)).  마지막으로, 풀다운 항목을 화면위에서 삭제함으로써 메뉴 처리가 종료된다
(단계(S27)). 또한, 풀다운 항목 표시영역 외에서 메뉴 선택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메뉴 처리가 취소
된 것으로 간주하여 단계(6)로 처리를 옮긴다(단계(S28)).

전술하는 풀다운의 각 항목 표시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7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제1항목의 
문자열을 둘러싸는 문자열 박스 우측상부에서의 점 좌표를 다음 방법으로 구한다(단계(S31)).

Xs=메뉴 바 영역 좌단의 X 좌표치

Ys=선택된 풀다운 항목의 Y 좌표치

다음으로, 계속되는 계산의 사전준비로서, 다음의 값을 구해둔다(단계(S32)).

Px=Xx+(Cx-X0)

Py=Ys+(Cy-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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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Cx-X0),(Cy-Y0)는 앞에서 설명한 조정 데이타이다. 제2항목 이후(제i+1번째 항목)에 관해서는 하나 
앞의 좌표치(Xi,Yi)와 이 (Px,Py)를 이용하여 다음 방법으로 순환적으로 구한다(단계(S33)).

Xi+1=Xi-(Px-Xi)/(Py-Yi)*(i번째 항목의 표시 높이)

Yi+1=Yi+(i번째 항목의 표시 높이)

이것을 남는 항목 전부에 대하여 순서대로 계산함으로써, 모든 표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위에서 기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펜에 버튼(butto
n)이 붙어 있는 경우, 그 펜 버튼의 선택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 이용하거나, 선택인지 취소인지를 지
정하거나 하는 등의 종래의 메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본 발명에서도 채용할 수 있다. 또, 종방향의 메
뉴 바가 필요에 따라 표시될 수 있으며, 또 종방향의 메뉴 바가 기존의 횡방향 메뉴 바가 선택적으로 표
시될 수 있다. 또한, 비트 맵 표시장치와 마우스를 이용한 통상의 시스템에 종방향의 메뉴 바가 표시되게 
할  수  있다.  더우기,  퍼스널  컴퓨터  뿐만  아니라,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이나  원격  단말(remote 
terminals) 등의 대화시스템에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메뉴 바를 화면 우단 또는 좌단에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표시장치
의 화면 위에 도판이 설치되고 이러한 도판의 표면을 펜으로 직접 접촉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도, 메뉴 바
가 손에 의해 가려지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표시화면(display screen)의 우단(right end) 및 좌단(left end)의 한쪽 또는 양쪽에 종방향으로 일련의 
선택 항목(a set of seletion items)을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 항목의 선택에 응답하여, 선택된 항
목에 관련하는 일련의 선택 항목을, 선택된 선택 항목의 근방으로부터 연장하는 선을 따라서 표시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뉴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선택 항목의 표시 위치(display position)를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메
뉴표시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선택 항목의 근방으로부터 연장하는 선이 경사 하방(diagonally down)으로 
연장되는 형성하는 메뉴표시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선택 항목의 근방으로부터 연장하는 선이 경사 상방(diagonally up)으로 돌
출하는 호(arc)를 형성하는 메뉴표시장치.

청구항 5 

표시화면의 우단 및 좌단의 한쪽 또는 양쪽에 종방향으로 일련의 선택 항목을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선
택 항목의 선택에 응답하여, 선택된 항목에 관련된 일련의 선택 항목을, 선택된 선택 항목의 근방으로부
터 연장하는 선을 따라서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뉴표시장치.

청구항 6 

컴퓨터로 실행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표시화면의 우단 및 좌단의 한쪽 또는 양쪽에 종방향으
로 일련의 선택 항목을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 항목의 선택에 응답하여, 선택된 항목에 관련된 일련
의 선택 항목을, 선택된 선택 항목의 근방으로부터 연장하는 선을 따라서 표시하는 단계를, 상기 컴퓨터
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뉴표시용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7 

표시장치와, 상기 표시장치에 중첩하여 설치되는 투명 도판(tablet)과, 상기 표시장치의 표시표면 우단 
및  좌단의  한쪽  또는  양쪽에  종방향으로  일련의  선택  항목을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대화
(interactive) 장치.

청구항 8 

표시 기능과, 접촉에 응답하여, 좌표 위치를 입력하는 좌표 입력기능을 가지는 입출력 수단과, 상기 입출
력 수단의 우단 및 좌단의 한쪽 또는 양쪽에 종방향으로 일련의 선택 항목을 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대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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