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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입력 단자에 인체가 접촉되었음을 판별하는 감지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의 감지 회로는 인체가 접촉되는 입력 단자를 구비한다. 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감지된 감지 신호와 레퍼런스 신호는 정
전 용량 검출부를 통하여 각각 구형파로 변환된다. 상기 정전 용량 검출부의 출력 신호는 비교부를 통하여 인체의 접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순간적인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부의 출력 신호를 일정 시간 동안 지연
시키는 딜레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정전, 용량, 인체, 접촉, 감지, 회로, 통신,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회로의 전체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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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회로에 있어서, 정전 용량 검출부의 블록도;

도 3은 상기 도 2의 신호 파형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회로에 있어서, 판단부의 블록도;

도 5는 상기 도 4의 상세 회로도;

도 6은 상기 도 4의 판단부에 있어서, 분주부의 세부 회로도; 및

도 7은 상기 도 4의 판단부에 있어서,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의 신호 파형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정전 용량 검출부 200: 판단부

300: 딜레이부 110: 기준 전류 발생부

120: 톱니파 발생부 130: 파형 변환부

140: 발진부 210: 주파수 변환부

220: 비교부 230: 리셋 신호 발생부

131, 132: 쉬미트 트리거 회로

212: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 214: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

F1, ...: 플립 플롭 20, 30: 분주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체의 접촉을 감지하기 위한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한 인체의 
접촉 감지 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많은 전자 제품이나 전기 제품, 가전 용품들이 인간의 생활에 유용하도록 제작되
고 있다. 예컨대, TV나 컴퓨터, 무선 통신 단말기 등의 용품은 인간의 생활을 풍족하도록 만들어 주고, 상호간의 교류
나 대화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휴대용 통신 단말기 같은 장치는 위성 통신이나 인터넷 통신 등의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의하여 급속
도로 개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에 따라, 휴대용 통신 단말기 제품은 구매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후로도 다양한 기종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TV나 컴퓨터 모니터, 휴대용 통신 단말 장치 등은 지금까지 스위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입력 내용을 인식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내부 하드웨어에서 사용자의 인체 접촉이 인식될 때까지 사용자가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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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눌러야 스위치의 입력이 감지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다한 압력으로 인하여 스위치의 기능이 빨리 손상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여 스위치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내부 하드웨어에 습기가 침투하여 제품
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인체 접촉을 용이하
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 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인체를 통하여 입력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감지 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감지 회로는 입력 단자를 통하여 감지된 감지 신호와 레퍼런스 신호를 구형
파로 변환하는 정전 용량 검출부와, 상기 검출부의 구형파 감지 신호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를 비교하여 인체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와, 상기 판단부의 출력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켜 출력하는 딜레이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정전 용량 검출부는 바이어스 전류를 공급하는 기준 전류 발생부와, 상기 바이어스 전류를 이용하여 스위치 전압 
및 기준 전압을 톱니파로 변환하는 톱니파 발생부와, 상기 톱니파를 구형파로 변환하는 파형 변환부와, 회로의 안정적
인 동작을 위하여 구형파 신호를 톱니파 발생부로 피드백시켜 발진시키는 발진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전류 미러형 감지 증폭기(Current Mirror type Sense Amplifier)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파형 변환부는 쉬미트 트리거(Schmitt trigger)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발진부는 다단의 인버터가 순환식으로 연결된 링 오실레이터(Ring Oscillator)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판단부는 정전 용량 검출부의 구형파 출력 신호를 분별 가능한 저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변환부와, 상기 주파
수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구형파의 주기를 비교하여 인체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부와, 상기 주파수 변환부의 신호
를 이용하여 리셋 신호를 발생하는 리셋 신호 발생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주파수 변환부는 감지 신호 발진부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와, 레퍼런스 신호 
발진부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 및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는 복수의 플립 플롭을 직렬 연결하여, 각 플립 플롭을 
통하여 분주된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상기 비교부는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의 출력 신호
를 데이터 입력으로 하는 직렬 연결된 복수의 플립 플롭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판단부는 출력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켜 출력하는 딜레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회로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감지 회로
는 입력 단자의 인체 접촉을 정전 용량을 통하여 검출하고, 검출된 감지 신호와 레퍼런스 신호를 구형파로 변환하여 발
생하는 정전 용량 검출부(100)와, 정전 용량 검출부(100)에서 출력되는 구형파 감지 신호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를 
비교하여 입력 단자에 대한 인체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200)와, 회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판단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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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출력 신호를 일정 시간 딜레이시켜서 출력하는 딜레이부(300)를 포함할 수 있다.
    

    
정전 용량 검출부(100)는 회로에 정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기준 전류 발생부(110), 레퍼런스 신호(Cap_ref) 및 입력 
단자를 통하여 인가되는 감지 신호(Cap_sen)에 따라 톱니 파형의 교류 신호를 발생하는 톱니파 발생부(120), 톱니 파
형의 교류 신호를 구형파로 변환하는 파형 변환부(130)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교류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
기 위하여, 파형 변환부(130)의 출력단에 발진부(140)를 포함할 수 있다. 발진부(140)는 출력 신호를 톱니파 발생부
(120)로 피드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구형파를 발생하도록 도와 준다.
    

기준 전류 발생부(110)는 정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전류 미러형 감지 증폭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톱니파 발생부(120)는 일반적으로 커패시터의 충전 및 방전을 이용하는데, 레퍼런스 신호(Cap_ref)와 감지 신호(Ca
p_sen)의 커패시턴스 값에 따라 발생되는 톱니파의 주파수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주파수 변환 조건은, 발진부(140)
를 구성하는 내부 소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레퍼런스 신호(Cap_ref)와 감지 신호(Cap_sen)를 비교
하는 시점을 초기화하기 위하여, 리셋 신호(reset: 화면에 도시하지 않았음)를 이용할 수 있다.

파형 변환부(130)는 톱니파 발생부(120)에서 출력되는 톱니파를 구형파로 변환하기 위한 것으로, 톱니파의 전압이 기
준 하이 레벨(VH) 이상일 때는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기준 로우 레벨(VL) 이하일 경우에는 로우 상태의 신호
를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톱니파를 구형파로 변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쉬미트 트리거 회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진부(140)는 복수의 인버터(Inverter)가 직렬로 연결되고, 최종단의 인버터 출력이 처음 인버터의 입력으로 인가되
는 링 오실레이터(Ring Oscillator)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홀수번째 인버터 출력을 톱니파 발생부(120)로 피드백
시켜서 출력 신호를 발진시킬 수 있다.

판단부(200)는 감지 신호와 레퍼런스 신호의 주파수 비교에 대한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진부(140)의 출력 신
호를 저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변환부(210)와, 주파수 변환부(210)를 통하여 주파수가 변환된 감지 신호와 레퍼런
스 신호를 비교하여 입력 단자에 대한 인체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부(220)와, 주파수 변환부(210)의 신호를 이
용하여 리셋 신호(Reset)를 발생하는 리셋 신호 발생부(230)를 포함할 수 있다.

주파수 변환부(210)는 발진부(140)에서 출력되는 구형파 감지 신호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의 주파수를 저하시켜서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복수의 플립 플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비교부(220)는 저주파수의 구형파 감지 신호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의 주파수를 비교하여,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 인
체의 접촉을 판단하는 신호를 출력할 것이다.

딜레이부(300)는 일정 시간 동안의 인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출력 신호(Out)를 발생하도록 비교부(220)에서 출력
되는 신호를 일정 시간 딜레이시킴으로써, 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회로에 있어서, 정전 용량 검출부(100)의 블록도를 좀더 자세히 나타
낸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감지 회로에서 정전 용량 검출부(100)는 정전류를 공급하는 기준 전류 발생부
(110)와, 감지 신호(Cap_sen) 및 레퍼런스 신호(Cap_ref)에 따라 톱니파를 발생하는 톱니파 발생부(120), 톱니파 
발생부(120)에서 출력되는 톱니파를 구형파로 변환하는 파형 변환부(130)를 포함한다. 파형 변환부(130)는 톱니파 
감지 신호(sen_in)를 구형파로 변환하는 제 1 파형 변환부(131)와, 톱니파 레퍼런스 신호(ref_in)를 구형파로 변환하
는 제 2 파형 변환부(132)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및 제 2 파형 변환부(131, 132)는 동일한 구성의 쉬미트 트리거 
회로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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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형파를 일정 주기의 교류 형태로 발진시키기 위한 발진부(140)는 구형파 감지 신호를 발진시키는 제 1 발진부
(141)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를 발진시키는 제 2 발진부(142)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및 제 2 발진부(141, 142)
는 각각 톱니파 발생부(120)로 피드백 된다.

결국, 입력 단자에서 검출된 감지 신호가 제 1 발진부(141)를 통하여 일정 주기를 갖는 구형파 감지 신호(f_sen_in)가 
출력되고, 레퍼런스 신호는 제 2 발진부(142)를 통하여 일정 주기를 갖는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f_ref_in)가 출력될 
것이다.

    
도 3a는 상기 도 2의 회로도에서 파형 변환부(130)로 인가되는 감지 신호(sen_in)와 구형파로 변환된 출력 신호(f_s
en_in)의 파형을 도시한 것이고, 도 3b는 톱니파 레퍼런스 신호(ref_in)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f_ref_in)의 파형도
를 나타낸 것이다.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톱니파 감지 신호(sen_in) 및 톱니파 레퍼런스 신호(ref_in)의 최고치
에 도달했을 때, 하이 상태의 출력 신호(f_sen_in, f_ref_in)로 변환되고, 다시 최저치에 도달했을 때, 로우 상태의 출
력 신호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환 시점은, 쉬미트 트리거 회로의 내부 소자 값을 변경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회로에 있어서, 판단부(200)의 블록도를 좀더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감지 회로에 있어서, 판단부(200)는 정전 용량 검출부(100)에서 출력되는 구형파 감지 신
호(f_sen_in)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f_ref_in)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저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변환부(210)와, 
주파수 변환부(210)의 출력 신호를 비교하는 비교부(220)와, 주파수 변환부(210)의 신호를 이용하여 초기화 시점을 
조절하기 위하여 리셋 신호(Reset)를 발생하는 리셋 신호 발생부(230)를 포함할 수 있다.
    

    
주파수 변환부(210)는 구형파 감지 신호(f_sen_in)의 주파수를 저하시키는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와,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f_ref_in)의 주파수를 저하시키는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를 각각 구비할 것이다. 결국, 비
교부(220)는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의 저주파 감지 신호(f_sen_out)와,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
의 저주파 레퍼런스 신호(f_ref_out)를 비교하여,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는 입력 단자에 인체의 접촉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여 출력 신호(Out_sen)를 발생할 것이다.
    

리셋 신호 발생부(230)는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의 신호를 이용하여 리셋 신호(Reset)를 발생하고, 발생
된 리셋 신호(Reset)를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 및 비교부(220)에 각각 
제공할 것이다. 또한,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리셋 신호(Reset)를 톱니파 발생부(120)에 제공하여 동기
화시킬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회로에 있어서, 도 4의 판단부(200)에 대한 상세 회로도를 나타낸 것
이다. 도 5를 참조하여, 판단부(200)의 구성 및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는 구형파 감지 신호(f_sen_in)와 일정 크기의 정전압(Vplus)을 입력으로 하는 OR 게
이트(OR11)와, OR 게이트(OR11)의 출력 신호와 딜레이된 리셋 신호(rst_int)에 따라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분주부(
20)를 포함할 수 있다.

분주부(20)는 복수의 플립 플롭이 직렬로 구성되어, 입력되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2 배, 4 배, ... 등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OR 게이트(OR11)의 출력 신호(f_in)를 클럭 신호로 하여, 클럭 신호의 2 분주 신호(div2), 4 분주 
신호(div4), ... , 32 분주 신호(div32)를 발생할 수 있다. 회로의 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결되는 플립 플롭의 수
에 따라 32 분주 신호(div32) 이상의 분주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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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2 분주 신호(div2)부터 32 분주 신호(div32)를 발생하도록 구성된 분주부(20)의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분주부(20)는 리셋 신호(rst_int)를 리셋 단자로 제공받는 6 개의 D 플립 플롭(FF1, ... , FF6)으로 구
성될 수 있다. 제 1 플립 플롭(FF1)은 OR 게이트(OR11)의 출력 신호(f_in)를 클럭 신호로 하여, 클럭 신호의 네가티
브 에지(Negative edge)에서 입력 단자(D)에 인가되는 입력 신호를 출력 단자(Q)를 통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이 
때, 반전 출력 단자(Q_BAR)는 입력 단자(D)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클럭 신호(f_in)의 네가티브 에지에서 출력 단
자(Q)의 출력 신호가 천이된다. 즉, 클럭 신호(f_in)의 네가티브 에지에서 출력 신호의 레벨이 천이됨으로써, 제 1 플
립 플롭(FF1)을 통하여 클럭 신호(f_in)의 한 주기마다 천이되는 출력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 2 플립 플롭(FF2)은 제 1 플립 플롭(FF1)의 출력 신호(Q)를 클럭 신호(CK)로 하여, 반전 출력 신호(Q_BAR)가 
입력 단자(D)로 제공되도록 구성됨으로써, 제 1 플립 플롭(FF1)의 출력 신호(Q) 주파수를 2 배로 지연시키게 된다. 
따라서, 제 2 플립 플롭(FF2)을 통하여 출력되는 신호(div2)는 최초 클럭 신호(f_in)의 2 주기마다 레벨이 천이되는 
2 분주 신호가 발생된다.

제 3 플립 플롭(FF3)부터 제 6 플립 플롭(FF6)까지 동일하게 연결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1 플립 플롭(FF1)
부터 제 6 플립 플롭(FF6)까지 각 플립 플롭의 출력 신호는 전단의 출력 신호보다 주파수가 2배 저하된 신호가 발생한
다.

도 6에서는 2 분주 신호(div2)부터 32 분주 신호(div32)까지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사용
하는 플립 플롭의 수에 따라 분주 신호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분주부(20)의 출력 신호 중에서 4 분주 신호(div4)는 AND 게이트(AND11)의 입력으로 제공되고, 다른 AND 게이트
(AND12)는 16 분주 신호(div16)와 32 분주 신호(div32)를 입력으로 제공받는다. 그리고, 각 AND 게이트(AND11, 
AND12)의 출력 신호는 OR 게이트(OR12)의 입력으로 인가되고, OR 게이트(OR12)의 출력 신호는 플립 플롭(F11)
의 클럭 단자(CK)에 제공된다. 플립 플롭(F11)의 입력 단자(D)에는 일정 크기의 정전원(Vplus)이 인가되고, 리셋 단
자(R)에는 리셋 신호 발생부(230)에서 발생된 리셋 신호(Reset) 또는 지연된 리셋 신호(rst_int)가 제공될 수 있다.
    

    
리셋 신호(Reset) 또는 지연된 리셋 신호(rst_int)의 주기에 따라 플립 플롭(F11)의 출력 신호 레벨이 로우 상태로 
천이되고, 클럭 신호(CK)의 네가티브 에지에서 하이 상태의 출력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셋 신호(Re
set 또는 rst_int)와 클럭 신호(CK)의 발생 주기에 따라 출력 신호의 천이 주기가 결정된다. 이 때, 입력 단자에 대한 
인체의 접촉으로 인하여 정전 용량이 변화되면 클럭 신호(CK)의 주기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출력 신호의 천이 주기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출력된 신호는 인버터(INV11)를 통하여 비교부(220)에 제공된다.
    

상기에서는, 구형파 감지 신호(f_sen_in)를 낮은 주파수의 분주 신호(div2, ... , div32)로 변환시키고, 리셋 신호(Re
set 또는 rst_int)와 입력되는 구형파 감지 신호(f_sen_in)의 주기에 따라 레벨이 천이되도록 하여 구성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는 구형파 감지 신호(f_sen_in)의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로
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는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f_ref_in)와 기준 전압(f_ref)를 입력으로 하여 분주된 
신호를 발생하는데, 그 구성 및 동작은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의 구성 및 동작과 동일하다. 다만, 플립 플롭(F
21)의 입력 단자(D)에는 반전 출력 신호(Q_BAR)가 피드백되어, 클럭 신호(CK)와 리셋 신호(rst_int)의 주기에 따
라 출력 신호(Q)의 레벨이 천이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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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에서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f_ref_in)에 대한 출력 신호(f_ref_out)의 파형
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7을 참조하면, 고주파수의 레퍼런스 신호(f_ref_in)는 분주부(30) 및 복수의 게이트를 통하여 
주파수가 감소되어 플립 플롭(F21)의 클럭 단자(CK)로 인가되고, 플립 플롭(F21)의 출력 신호(Q)는 리셋 신호(rst
_int) 및 클럭 신호(CK)에 따라 레벨이 천이되어 출력될 것이다. 리셋 신호(rst_int)가 하이 상태로 인가되는 시점에
서는 플립 플롭(F21)의 출력 신호가 로우 상태로 천이되고, 인버터(INV21)를 통하여 하이 상태의 출력 신호(f_ref_
out)로 발생할 것이다. 플립 플롭(F21)의 출력 신호(Q)가 로우 상태로 천이되면, 반전 출력 신호(Q_BAR)는 하이 상
태로 발생하고, 입력 단자(D)에 피드백되어 인가된다. 따라서, 플립 플롭(F21)을 통하여 로우 상태의 출력 신호가 발
생되면, 그와 동시에 입력 단자(D)에는 하이 상태의 신호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리셋 신호(rst_int)가 하이 상태로 발생되는 주기 사이에 클럭 신호(CK)가 네가티브 에지 상태로 인가되면, 
플립 플롭(F21)은 하이 상태의 입력 신호(D)를 그대로 출력하고, 인버터(INV21)를 통하여 로우 상태로 출력된다.

이러한 동작은,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플립 플롭(F11)의 입력 단자(D)에 반전 
출력 신호(Q_BAR)를 인가하지 않고, 정전원(Vplus)을 인가함으로써, 인체에 의한 접촉외에 통신 장치에 가해진 순간
적인 충격이나 잘못된 접촉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비교부(220)는 복수의 플립 플롭(F31, ... , F34)이 직렬로 구성되어,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 출력 신호(f_s
en_out)와,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 출력 신호(f_ref_out)의 주파수(주기)를 비교할 것이다. 즉, 입력 단
자에 인체의 접촉이 있으면 정전 용량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 출력 신호(f_sen_out)의 
주파수가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 출력 신호(f_sen_out)와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
부(214) 출력 신호(f_ref_out)의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부(220)에서 이를 판단하여, 입력 단자에 인체의 접촉
이 있음을 출력할 것이다.
    

비교부(220)는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의 출력 신호(f_sen_out)를 제 1 플립 플롭(F31)의 데이터 입력 신호
(D)로 제공받고,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의 출력 신호(f_ref_out)를 제 1 플립 플롭(F31)의 클럭 신호(C
K)로 입력받는다. 이 때, 제 1 플립 플롭(F31)의 리셋 단자(R)는 사용자가 단말 장치에 전원을 인가함으로써, 회로의 
동작을 초기화시키는 전원 리셋 신호(pwr_on_rst)가 인가된다.

    
제 2 플립 플롭(F32)의 입력 단자(D)에는 제 1 플립 플롭(F31)의 출력 신호(Q)가 인가되고, 제 2 플립 플롭(F32)의 
출력 신호(Q)는 제 3 플립 플롭(F33)의 입력 단자에 인가된다. 또한, 제 3 플립 플롭(F3)의 출력 신호는 제 4 플립 플
롭(F34)의 입력 단자에 인가되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각 플립 플롭(F31, ... , F34)이 리셋 단자(R)는 모두 전원 리
셋 신호(pwr_on_rst)를 입력받고,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의 출력 신호(f_ref_out)가 각 플립 플롭(F31, ... , 
F34)의 클럭 신호로 인가된다.
    

    
제 1 플립 플롭(F31)의 출력 신호와 제 2 플립 플롭(F32)의 출력 신호는 제 1 AND 게이트(AND31)의 입력 신호로 
제공되고, 제 3 플립 플롭(F33)의 출력 신호와 정전원(Vplus)는 제 2 AND 게이트(AND32)의 입력 신호로 인가된다. 
그리고, 제 1 및 제 2 AND 게이트(AND31, AND32)의 출력 신호는 제 3 AND 게이트(AND33)의 입력 신호로 제공
되어, 최종적인 출력 신호(Out_sen)를 발생한다. 결국,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의 출력 신호(f_ref_out)가 
3 클럭 주기로 인가되는 동안,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212)의 출력 신호(f_sen_out)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
력 단자에 인체의 접촉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이 상태의 감지 판단 신호(Out_sen)를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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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는 4 개의 플립 프롭(F31, ... , F34)을 직렬로 연결하여 비교부(220)를 구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
지만, 인체의 접촉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레퍼런스 신호(f_ref_out)의 클럭 주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
기 위하여 비교부(220)에 구성되는 플립 플롭의 수를 그에 따라 증가시커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본 발명의 기술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리셋 신호 발생부(230)는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의 출력 신호(f_ref_out)와 레퍼런스 클럭 신호(ck_re
f)를 이용하여 회로를 초기화시키기 위한 리셋 신호(Reset)를 발생하는 부분이다. 레퍼런스 클럭 신호(ck_ref)는 레
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의 제 1 OR 게이트(OR21) 출력 신호이다. 레퍼런스 클럭 신호(ck_ref)는 제 1 인버
터(INV40)를 통하여 반전되고, 반전된 신호는 플립 플롭(F41)의 클럭 신호로 사용된다. 플립 플롭(F41)은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214)의 출력 신호(f_ref_out)를 데이터 입력으로 하여, 클럭 신호에 따라 출력 신호를 발생할 것
이다. 이 때, 리셋 단자(R)는 전원 리셋 신호(pwr_on_rst)가 인가되고, 그에 따라 플립 플롭(F41)의 동작이 제어된다. 
플립 플롭(F41)의 출력 신호(Q)는 NAND 게이트(NAND41)의 입력으로 제공되고, 다른 입력은 레퍼런스 클럭 신호
(ck_ref)가 짝수 개의 인버터(INV40, ... , INV45)를 통하여 딜레이된 신호가 인가된다. NAND 게이트(NAND41)의 
출력 신호는 인버터(INV46)를 통하여, pwr_on_good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OR 게이트(OR41)의 다른 입력으로 제공
된다. pwr_on_good 신호는 레퍼런스 클럭 신호(ck_ref)를 클럭으로 하고, 정전원(Vplus)을 데이터 입력으로 하는 플
립 플롭(F42)의 반전 출력 단자(Q_BAR)를 통하여 발생되는 신호로서, 레퍼런스 클럭 신호(ck_ref)의 전원이 인가된 
후에는 로우 레벨을 유지하는 값이다.
    

OR 게이트(OR41)의 출력 신호가 인버터(INV47)를 통하여 반전된 신호를 리셋 신호(Reset)로 사용하고, 리셋 신호
(Reset)가 2 단의 인버터(INV48, INV49)를 통하여 딜레이된 신호를 딜레이된 리셋 신호(rst_int)로 사용할 수 있다. 
딜레이된 리셋 신호(rst_int)는 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Propagation delay)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다.

상기에서는 입력 단자를 통하여 인체의 접촉이 있음을 판단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단순한 스위치의 기능
에 한정하지 않고, 매트릭스(Matrix) 형태로 감지 포인트를 구성함으로써, 감지 포인트를 통하여 입력되는 숫자 또는 
글자 등을 인식하는데 응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감지회로에 따르면, 입력 단자에 대한 인체의 접촉을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감지함으로써, 입력 단자에 가해지는 과다한 압력을 방지하고, 그에 따라 통신 단말기 등의 전기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 단자에 인가하는 압력에 의한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입력 단자를 통하여 주입되는 습기 등에 의
하여 제품 내부의 부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인체를 접촉하여 표시하는 글자 또는 숫자를 인지함으로써, 통신 장치 등
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감지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지만, 그 내용은 하기 청구범위에 기술된 본 
발명의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다양하게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자명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체의 접촉 여부를 감지하는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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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부를 통하여 감지된 감지 신호와 레퍼런스 신호를 각각 구형파로 변환하는 정전 용량 검출부; 및

상기 정전 용량 검출부의 출력 신호를 비교하여 인체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
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복수의 입력 포인트가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전 용량 검출부는:

바이어스 전류를 공급하는 기준 전류 발생부;

상기 바이어스 전류를 이용하여 감지 신호 및 레퍼런스 신호를 톱니파로 변환하여 톱니파 감지 신호 및 톱니파 레퍼런
스 신호를 발생하는 톱니파 발생부;

상기 톱니파 감지 신호 및 톱니파 레퍼런스 신호를 구형파로 변환하는 파형 변환부; 및

상기 파형 변환부의 출력 신호를 제공받아 발진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발진부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
지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류 발생부는 전류 미러형 감지 증폭기로 이루어지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 변환부는:

톱니파 감지 신호를 구형파 감지 신호로 변환하는 감지 신호 파형 변환부; 및

톱니파 레퍼런스 신호를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로 변환하는 레퍼런스 신호 파형 변환부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
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신호 파형 변환부 및 레퍼런스 신호 파형 변환부는 쉬미트 트리거 회로로 구성되는 정전 용
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7.

제3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발진부는:

구형파 감지 신호를 발진시키는 감지 신호 발진부; 및

구형파 레퍼런스 신호를 발진시키는 레퍼런스 신호 발진부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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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신호 발진부는 복수의 인버터가 순환식으로 연결된 링 오실레이터로 구성되는 정전 용량 변
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레퍼런스 신호 발진부는 복수의 인버터가 순환식으로 연결된 링 오실레이터로 구성되는 정전 용
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정전 용량 검출부의 구형파 출력 신호를 저주파수로 변환하는 주파수 변환부;

상기 주파수 변환부 출력 신호의 주기를 비교하여 인체의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부; 및

상기 주파수 변환부의 신호를 이용하여 리셋 신호를 발생하는 리셋 신호 발생부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변환부는:

감지 신호 발진부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 및

레퍼런스 신호 발진부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
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는:

감지 신호 발진부의 출력 신호(f_sen_in) 및 정전원(Vplus)를 입력으로 하는 OR 게이트(OR11);

상기 OR 게이트(OR11)의 출력 신호(f_in)를 입력으로 하여, 복수의 분주된 신호(div2, ... , div32)를 발생하는 분주
부;

상기 분주부의 4 분주 신호(div4)를 입력으로 하는 AND 게이트(AND11);

상기 분주부의 16 분주 신호(div16) 및 32 분주 신호(div32)를 입력으로 하는 AND 게이트(AND12);

상기 AND 게이트(AND11, AND12)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OR 게이트(OR12);

상기 OR 게이트(OR12)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정전원(Vplus)를 데이터 입력으로 하며, 딜레이된 리셋 
신호(rst_int)를 리셋 단자로 제공받는 플립 프롭(F11); 및

상기 플립 프롭(F11)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인버터(INV11)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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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분주부는:

OR 게이트(OR11)의 출력 신호(f_in)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는 제 1 플립 
플롭(FF1);

상기 제 1 플립 플롭(FF1)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2 분주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플립 플롭(FF2);

상기 제 2 플립 플롭(FF2)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4 분주 
신호를 발생하는 제 3 플립 플롭(FF3);

상기 제 3 플립 플롭(FF3)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8 분주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플립 플롭(FF4);

상기 제 4 플립 플롭(FF4)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16 분주 
신호를 출력하는 제 5 플립 플롭(FF5); 및

상기 제 5 플립 플롭(FF5)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32 분주 
신호를 출력하는 제 6 플립 플롭(FF6)을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는:

레퍼런스 신호 발진부의 출력 신호(f_ref_in) 및 기준 전원(f_ref)을 입력으로 하는 OR 게이트(OR21);

상기 OR 게이트(OR21)의 출력 신호(f_in)를 입력으로 하여, 복수의 분주된 신호(div2, ... , div32)를 발생하는 분주
부;

상기 분주부의 4 분주 신호(div4)를 입력으로 하는 AND 게이트(AND21);

상기 분주부의 16 분주 신호(div16) 및 32 분주 신호(div32)를 입력으로 하는 AND 게이트(AND22);

상기 AND 게이트(AND21, AND22)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OR 게이트(OR22);

상기 OR 게이트(OR22)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기준 전원(f_ref)을 데이터 입력으로 하며, 딜레이된 리셋 
신호(rst_int)를 리셋 단자로 제공받는 플립 프롭(F21); 및

상기 플립 프롭(F21)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인버터(INV21)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분주부는:

OR 게이트(OR21)의 출력 신호(f_in)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는 제 1 플립 
플롭(FF1);

상기 제 1 플립 플롭(FF1)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2 분주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플립 플롭(F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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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플립 플롭(FF2)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4 분주 
신호를 발생하는 제 3 플립 플롭(FF3);

상기 제 3 플립 플롭(FF3)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8 분주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플립 플롭(FF4);

상기 제 4 플립 플롭(FF4)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16 분주 
신호를 출력하는 제 5 플립 플롭(FF5); 및

상기 제 5 플립 플롭(FF5)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반전 출력 단자가 데이터 입력으로 피드백되어 32 분주 
신호를 출력하는 제 6 플립 플롭(FF6)을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감지 신호 주파수 변환부의 출력 신호(f_sen_out)를 데이터 입력으로 하는 제 1 플립 플롭(F31);

상기 제 1 플립 플롭(F31)의 출력 신호를 데이터 입력으로 하는 제 2 플립 플롭(F32);

상기 제 2 플립 플롭(F32)의 출력 신호를 데이터 입력으로 하는 제 3 플립 플롭(F33);

상기 제 3 플립 플롭(F33)의 출력 신호를 데이터 입력으로 하는 제 4 플립 플롭(F34);

상기 제 1 플립 플롭(F31) 및 제 2 플립 플롭(F32)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1 AND 게이트(AND31);

상기 제 3 플립 플롭(F33)의 출력 신호와 정전원(Vplus)을 입력으로 하는 제 2 AND 게이트(AND32); 및

상기 제 1 및 제 2 AND 게이트(AND31, AND32)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3 AND 게이트(AND33)로 이루어
져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플립 플롭(F31, ..., F34)은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의 출력 신호(f_ref_out)를 클럭 입력
으로 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7.

제10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신호 발생부는:

OR 게이트(OR21)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정전원(Vplus)을 데이터 입력으로 하며, 전원 리셋 신호(pwr
_on_rst)를 리셋 단자로 입력받아 반전 출력 단자를 통해 로우 전원 신호(pwr_on_good)를 발생하는 플립 플롭(F42)
;

상기 OR 게이트(OR21)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1 인버터(INV40);

상기 인버터(INV40)의 출력 신호를 클럭 입력으로 하고, 레퍼런스 신호 주파수 변환부의 출력 신호(f_ref_out)를 데
이터 입력으로 하는 플립 플롭(F41);

상기 인버터(INV40)의 출력단에 직렬로 연결된 홀수개의 인버터(INV41, ... , INV45);

상기 플립 플롭(F41)의 출력 신호와 인버터(INV45)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NAND 게이트(NAN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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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AND 게이트(NAND41)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46);

상기 인버터(INV46)의 출력 신호와 플립 플롭(F42)의 로우 전원 신호(pwr_on_good)를 입력으로 하는 OR 게이트(
OR41);

상기 OR 게이트(OR41)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리셋 신호(Reset)를 발생하는 인버터(INV47); 및

상기 인버터(INV47)의 출력단에 직렬로 연결되어 딜레이된 리셋 신호(rst_int)를 발생하는 짝수 개의 인버터(INV48, 
INV49)를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출력 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켜 출력하는 딜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정전 용량 변화를 
이용한 감지 회로.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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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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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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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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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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