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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싱글 보드컴퓨터(SBC)에서 마우스와 디지타이저를 이용한 입력장치설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산업용 제어 

현장에서 사용되는 SBC는 아날로그 방식의 입력장치를 주로 사용하지만, 현재의 컴퓨터 주변장치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PC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주변장치를 SB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입력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PC 주변장치는 MCU를 이용하여 신호를 해석한 후, SBC 입력장치 신호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였다. 설계 

제작된 입력장치는 마우스 디지타이져,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장치들을 SBC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키워드: 싱글보드컴퓨터(Signal Board Computer), 마우스(Mouse), 입력장치(Input Unit)

I. 서 론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반도

체 산업과 정보처리능력은 선순환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반도체 

공정의 많은 부분이 산업용컴퓨터에 의하여 자동화 되면서 그 생

산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보다 편리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

여 문자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환경(CUI: Character User 
Interface)를 주로 사용하였다[1]. 1960 년대의 마우스 발명은 그

래픽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환경(GUI:Graphic User Interface)으
로 변화하게 되었다. 초기 GUI 환경에서는 전자펜, 조이스틱 등이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디지타이저, 마우스 뿐만 아니라 터치스

크린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2].
국내 반도체 공정은 초기자동화 공정에 설치한  산업용 컴퓨터

의 상당수가 전자 펜으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안정된 성능으로 인하여 교체보다는 계속 사용에 대

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노후화로 인하여 주변장치의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들 장비에서 사용하는 주변기기들 중 

전자펜은 작업 시 자주 사용되는 입력 장치로서 현재 생산 여부가 

불투명 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컴퓨터 등에서 넓게 사용되는 라이트펜

과 키보드 등의 입력장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주변기기로

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2장

에서는 전자펜의 원리와 마우스와 디지타이저 인터페이스에 대하

여 고찰한다. 3장에서는 SBC용 입력장치 구현에 대하여 그리고 

4장에서 결론으로 구성한다.

II. PC 주변장치의 고찰

1. 전자펜의 동작

전자펜(Light pen)은 화면의 위치를 입력하는 아날로그 입력장

치로 동작원리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282. 전자펜의 동작원리

Fig. 1. Light Operation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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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전자펜을 화면 중 임의의 지점에 위치하고 선택스

위치를 누르면 수직동기와 수평동기 신호로부터 일정 시간만큼 지

연된 위치에서 반전된 펄스 신호를 출력함으로서 위치정보를 PC
로 전송한다.

따라서 수평방향의 위치정보는 수평동기로부터 지연하여 출력

하도록 구성하고, 수직방향은 수직동기로부터 수직 위치만큼 지연

하여 출력한 후 두 신호를 논리적 And 연산하여 최종 출력신호를 

구한다.  

2. 마우스와 터치스크린 동작 및 데이터 분석

PC에서  커서 또는 아이콘 등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입력장치

의 하나로, 1968년 미국의 더글러스 엘겔바트(Douglas Engelbart)
가 처음 개발하였다. 클릭이나 드래그, 더블클릭 등의 동작이 가능

하며, 버튼의 종류에 따라 1~3버튼이 있으며, 동작방법에 따라 기

계식(볼식)·광학식·광학기계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마우스의  

접속방법에 따라 시리얼, PS/2, USB식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USB 접속방법은 마우스뿐만아니라 키보드 디지타이저, 터치스크

린 등 HID(Human Interface Device)  클래스로 Plug & play 
기능과 인터페이스가 용이하여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표 1은 마

우스와 터치스크린의 리포트 구조를 보였다[3].

struct TOUCHINFO {

    int8_t Dummy;

        struct {

                uint8_t bmLeftButton : 1;

                uint8_t bmRightButton : 1;

                uint8_t bmMiddleButton : 1;

                uint8_t bmDummy : 5;

        };

        int16_t PointX;

        int16_t PointY;

};

struct MOUSEINFO {

        struct {

                uint8_t bmLeftButton : 1;

                uint8_t bmRightButton : 1;

                uint8_t bmMiddleButton : 1;

                uint8_t bmDummy : 5;

        };

        int8_t dX;

        int8_t dY;

};

표 1. 마우스와 터치스크린의 리포트 구조.

Table 1. Report descript of HID class.

III. 입력유니트 구현

마우스와 터치스크린 그리고 HID 클래스의 입력장치로부터 위

치좌표를 입력받아 전자펜 신호로 변환하는 입력 유나트를 그림 

2와 같이 설계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283. 입력유니트의 구성.

Fig. 2. Input Unit Composition.

설계 제작한 입력 유니트는 그림 3과 같다.

제작결과 모든 마우스와 터치스크린 그리고 디지타이저로 전자

펜 기능을 하는 입력 유니트를 그림 3과 같이 제작하여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컴퓨터 등에서 넓게 사용되는 라이트펜

과 키보드 등의 입력장치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자펜 기능을 하는 

입력 유니트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구현 결과 마우스와 터치스

크린 그리고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전자펜의 기능동작이 양호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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