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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Title: HAPTIC SIMULATING DEVICE

(54) 발명의 명칭 ：체감형 시을레이터 장치

(57) Abstract: (Haptic Simulating Device)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haptic simulating device, which implements, enough to give a sense of real
ity, sliding occurring when a user turns on a curved track, and a movement
state causing a second turn by a frictional force generated by the sliding, in a
game using a toy vehicle, sports equipment for racing, a computer or a smart
phone, or a virtual reality game using a head mounted display, wherein the
simulating device i s configured to enable a user to sense an accompanying
slide friction noise and a vibration phenomenon by the user's hands and ears.

(57) 요약서 : (Haptic Simulating Device) 본 발명은 완구용 자동차나 레
이싱용 스포 용품,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이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 Display) 를 활용한 가상현실 게임에 관
련하여 커브트랙에서 회전시 발생하는 미끄러짐과 이에 따른 마찰력
에 의한 2 차적 회전을 유발하는 동작 상태를 실제감이 나도록 구현한
시뮬레이터 장치로 동반되 어지는 미끄러짐 마찰소음과 떨림현상을
손과 귀로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

기술분야
[1] 일반적인 게임기나 운동기기에 적용되는 게임용 시뮬레이터 장치가 단순히

좌.우 방향으로 회전되어지거나 상.하 방향으로 위치변위를 준다든지
진동장치 에 의한 떨림기능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제감을 느끼기에는
불층분하 였다. 본 발명은 완구용 자동차나 레이싱 게임에 있어서 실제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전시 미끄러짐이나 마찰력에 의한 진동이 핸들을

통해 전달되어야 놀이나 게임중에 실제의 운전이나 경주에서 와 같은 다양한
곡선트 랙에서 발생하는 동작과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신개념의 촉감피 이드백
기능이 가능한 실제와 같은 승차감이 나 조작느낌에 희열을 가미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종래 대부분의 시뮬레이터 장치들은 특정의 동작 구현을 목적으로 제작됨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중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일
예로. 게임중에 단순히 게임용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운동중에 단조로운
동작을 반복한다든지 실제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미를
잃게되면서 사용을 중단하게 된다.

[3]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래에 와서는 다양한 시뮬레이터 장치가
고안되어 발명되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을 웅용한
게임이나 콘텐츠가 개발되어지면서 이에 상웅하는 하드웨 어나 주변기 기가 더욱
실제감이 나는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4] 현재까지 개발되어진 시뮬레이터의 시스템은 사용자가 실제 주행코스의
코너링과 같은 회전시 동작 변화에 따른 미끄러짐과 같은 동작 구현이
불가능하 였다.

[5] 본 발명이 가상현실용 게임을 위한 시뮬레이터 장치에 적용되어지면 컴퓨터에
연결되거나 스마트폰이 장착되 어진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 이(Head Mount

Display) 에 의해 360 ο방향으로 가상환경의 변화를 동작 구현기기를 통해
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변동을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상의 상황을
실제와 같이 느끼도록 몰입도를 배가시켜 줄 수 있다.

[6] 대한민국 등록 실용신안 제20-0184370 호에는 '게임기와 연결된 자전거 운동
겸용의 승마 운동기구'가 제안된 바 있으나, 단순히 왕복운동하는 좌.우측 핸들과
회전운동하는 페달 및 스프링 의 탄성에 의해 상.하 운동하는 안장으로 구성되어
실제 자전거의 주행에서 느끼는 움직임은 없도록 되어 있다.

[7] 또한 대한민국 등록 실용신안 제20-0237973 호에는 '사이클 머신'이 마찬가지로
제안된 바 있으나 단순히 자전거를 실내에서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바퀴와 맞닿는



3개의 롤러가 장착되어 자전거의 회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회전만 하는
기능으로 본 발명에 따른 시뮬레이터 장치와는 구조와 시스템이 판이하다 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장치는 실내 사이클과 같은 운동기구에 장착되 거나 게임
콘트롤러 에 내장되어 회전바퀴 가 마찰력을 발생시키면서 회전력과 미끄러짐을
유발시 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8] 본 발명은 완구용 자동차나 레이싱 게임용 콘트롤러 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종전의 특허에는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10-2005-01 13932호
'핸들 기능을 포함하는 게임기'가 제안된 바 있고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10-2008-0039986 호 '다목적 동작인식 콘트롤러'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2차원적인 체감효과를 얻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10-2009-0122023 호 '게임용 시뮬레이터'는 3차원적인 체감효과는 얻을 수는
있지만 동작의 마찰력에 의한 회전동작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9] 이와 같이 특허사항에 대하여 비교 검토된 종래의 발명이나 제안으로는 좌-우

방향에서 기을어짐 동작에 의해 회전력과 동시에 미끄러짐 효과의 느낌을
발생시키기에는 종전의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10]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제한적이고 한계성 있는 시스템을 극복하고

시장으로 부터의 '스릴모션 (Thrill Motion)' 과 같은 짜릿한 흥미가 있는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요건을 층족시키기 위해서 첫째, 구동력 발생원으로부터
회전판을 회전시키기 위한 동력전달장치 가 구비되어야 하고 둘째, 하나의
동력전달을 받아 좌.우 2개소의 회전판이 서로 역방향으 로 회전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셋째, 회전판의 상단에서 접촉되면서 순간정지 마찰력을
일으키 는 회전바퀴와 압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넷째, 회전바퀴는
지지대가 좌.우측으로 기을어지는 경우에만 압착되 면서 회전되어야 하고

다섯째, 회전판이 정해진 일정한 각도에 서만 회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전판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한 회전동작과 회전판의 진동, 그리고
미끄러짐과 같은 느¾ 이 핸들 통하여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체감할 수 있는 동작이 연속적으로 지지대가 좌.우로 기을어질 때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과제 해결 수단
[11] 운동동작이 나 게임 또는 놀이의 몰입도를 높히기 위하여 체감성 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지고 있다.
[12]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장치는 좌.우로 회전시키기 위해

핸들을 동작하지 않고 좌.우측으로 지지대나 핸들을 기을이기만 하여도
회전력이 발생되도록 발명되어져 있고 지지대의 회전 중심축과 회전판의 회전



중심축이 다름으로써 회전시 미끄러짐이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회전 또는

미끄러짐시에 진동이 발생하여 체감효 과를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구동 발생원은 다양하게 채택할 수 있다. 즉 전동모터를 장착할 수도 있고

수동식 페달을 이용하여 회전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차바퀴를 장착하여 전.후로

이동시 퀴를 통하여 회전력을 얻을 수도 있다. 지지대를 좌 .우로 기을이기 위한
탄성재로는 스프링 이나 고무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한

돌기는 회전판에 양각으로 가공할 수도 있고 마찰력 이 큰 재질을 회전판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본 발명의 장치는 게임의 콘트롤러 에

내장하기 위해 초소형으로 제작할 수도 있으며 자전거 사 이클의 핸들 하부에

장착하기 위해 대형으로도 제작할 수 있으며 재질은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가공할 수 있고 또한 고강도로 이루어진 철재로도 제작할 수 있다. 회전판에

순간 마찰력을 형성하기 위한 압착용 회전바퀴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즉 스프링이나 고무로 바퀴 자체를 고정시킬 수도 있고 바퀴대신 세라믹과

같이 내구성 과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한 스톱퍼 (STOPPER) 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3] 본 발명에 장착되 어지는 핸들의 형태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로 갖출 수 있다. 자 전거의 핸들과 같은 모양을 지지대에 고정하여 핸들

자체를 좌우로 기을일 수 있으며 지지대 자체를 바디에 고정하여 바디를 좌 .우로

기을여 동작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휠(WHEEL) 형태의 핸들을 지지대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14] 본 발명의 장치가 장착되 어지는 제품의 외관의 형태는 자동차, 자 전거,

스케이트보드 , 스키보드 , 서핑보드 , 봅쓸레이, 수상보트, 컴퓨터 마우스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15]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르는 동력전달장치의 구조나 시스템으로는 도시된 바와

같은 베벨기어의 링.피니언 기어나 벨트로 동력전달할 수 있는 풀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6] 본 발명의 장치에 따른 제어장치로는 다양한 센서를 구비하고 송 .수신장치 가

내장되어질 수도 있고 수동식으로 단순한 체감효 과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전기적 제어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것도 사용되 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발명의 효과
[17]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가 장착되 어진 다양한 운동기구(예:

사 이클 , 스 텝퍼머신 , 스케이트보드 , 서핑보드) 는 야외에서 커브길 회전시의

동작을 유사하게 재현시킴으로써 사용자 가 더욱 현장감 이나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운동의 흥미를 높혀주고 이를 게임과 연계하여 동작시 키는 경우

게임의 재미가 가미되면서 운동효과를 증대시 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18] 외부의 전기적인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체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여 상품화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몰 입도를

높히면서 건전하면 서도 건강한 운동효과 를 얻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층은

물론이고 적당한 운동을 요하는 노년층 에게도 유익한 발명장치가 될 수 있다.
[19] 또한 본 발명의 장치를 게임용 콘트롤러 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투게임과 같은 폭력성이 큰 불건전한 중독성 게임으로부터 스포츠 게임으로
유도해 줌으로써 사회폭력이나 총기사고 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채택되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를 소형으로 모듈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게임용 콘트롤러 로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20] 또한 가상현실용 게임이 점차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되 어지고 이와 같은 게임

특성상 더욱 체감도가 큰 하드웨 어와의 접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게임이나 콘텐츠의 주변기 기 장치로도 활용되 어질 것이다 .

[21]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는 다양한 완구류 나 운동기기에

부속품으로 내장되어 사용되 어질 수 있다. 제품의 바퀴회전에 의한 전.후 이동과

핸들에 의한 방향전환 과 같은 기본기능에 부가적으로 좌 .우 회전을 위해 제품을

기을여주면서 회전될 때 느낄 수 있는 회전감도와 미끄러짐, 진동, 작동음 등을

형성하면서 실제와 유사한 체감형 기기로 제작 가능하여 종전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22] 완구제 품이나 운동기 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실제감이 운전. 동작하는 손을

통해 제공해 줌으로써 놀이기구로써 만족도를 높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23]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를 내장하여 장착한 자전거

사 이클에 대한. 전면부 외관을 나타낸 사시도 .

[24]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2개의 회전판 (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전체적인 부품구 성을 설명하기 위한 총분해도.

[25]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1개의 회전판 (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전체적인 부품구 성을 설명하기 위한 총분해도

[26]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2개의 회전판 (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부품구 성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 단면도

[27]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1개의 회전판 (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부품구 성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 단면도.

[28]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회전바퀴 지지대 (15) 가

좌측으로 기을어진 경우 회전판 (16) 에 대한 회전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및

단면도

[29]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2개의 회전판 (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회전바퀴 지지대 (15) 가 우측으로 기을어진 경우 회전판 (16) 에 대한

회전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및 단면도



[30]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1개의 회전판 (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우측으로 기을어진 경우 회전판 (16') 에 대한

회전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및 단면도.
[31] 도 6a는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의 회전바퀴 (26) 의 회전각도에

대한 설명도

[32]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회전각에 대한 동작상태 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33]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압착구조가 구비된 회전바퀴 (26) 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및 단면도

[34]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가 장착된 자전거 사 이클에 대한

전체 분해사시도

[35]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가 장착된 게임용 콘트롤러 용
마우스를 적용사 례로 도시한 사시도

[36]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가 내장된 완구용 자동차를
적용사 례로 도시한 사시도

발 명의 실 시 를 위 한 최선 의 형 태

[37] 기기의 하체를 이루는 베이스판 (11) 의 상부에서 회전판 지지대(25,25') 를

중심축으로 회전되도록 장착된 회전판 (16,16'); 기기의 상체를 이루는

프 레임판 (14,14') 에 장착되어져 회전운동 하고, 양단에 2개의 회전바퀴 (26,26') 가

장착되어진 회전바퀴 지지대(15); 상 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상기의

베이스판 (11) 과 프 레임판 (14,14') 사 이에 구비된 스프링 (17)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좌.우 한쪽의 방향으로 기을어질 때

상기 회전판 (16,16') 의 회전력에 의해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회전되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38]

발 명의 실 시 를 위 한 형 태

[39] 이하 ,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0] 먼저 ,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 또는 부품들은 가능한 동일한 참조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의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41]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를 내장하여 장착한 자전거

사 이클의 전면부 외관을 나타낸 사시도로 상부의 핸들 연결구 (32) 에 핸들 (42) 와

핸들 손잡이 (43) 와 마찬가지로 상기의 핸들 연결구 (32) 에 디스플 레이(41) 이

고정되어 있어 상기의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가 좌.우 회전동작과 상하
롤링동작함에 따라 연동되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부바디 (46) 와



하부바디 (47) 은 상기의 체감형 시뮬레이터의 외부에 조 립되어 자전거 사이클의

외관을 형성하고 또한 프레임(44) 도 외관뿐만 아니라 전면부의 강도 보강대 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를 지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를 구동시키는 동력전달의 기능을 벨트(19) 가 상기의 상부바디 (46),
하부바디 (47) 및 프 레임(44) 에 내장 조 립되어 있고 이에 대한 회전력은

페달(45) 을 사용자가 회전시킴으로써 발생한다.

[42]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2개의 회전판(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에 대한 총분해도 로 전체적인 부속품의 구성과 조 립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43] 기기의 하체를 이루는 베이스판(11) 에는 2개의 회전축 고정판(13) 과 프 레임

고정판(12) 이 장착되어 있다.

[44] 상기의 회전축 고정판(13) 은 회전축(24) 이 회전 용이하도록 회전축(24) 의

양단에 서 조 립되고 상기의 회전축(24) 에는 스퍼기어(23) 와 2개의

피니언기어(22) 가 고정되어 있어 회전축(24) 와 연동하여 회전되어지고, 회전판

지지대(25) 는 회전축(24) 이 회전 용이하도록 조 립되어 있다. 상기의 회전판

지지대(25) 도 상기의 베이스판(11) 에 고정되어지고 상부에 회전판(16) 이 회전
용이하도록 조 립되어 있다. 상기의 프레임 고정판(12) 는 프 레임판(14) 이
좌 .우에서 상하 롤링동작할 수 있도록 조 립되어지고 스프링 (17 )은 상기의

베이스판(11) 과 상기의 프레임판(14) 의 사 이에 장착되어 상기의 프레임판(14) 이

상-하 롤링동작시 탄성작용을 하도록 구비되어 있다. 상기의 회전판(16) 의
하부면에 고정되어 있는 링기어(21) 는 상기의 피니언기어(22) 와 맞물려

벨트(19) 에 의해 전달되어진 구동력이 상기의 회전축(24) 에 고정되어 있는
피니언기어(22) 를 통해 회전판(16) 을 회전시켜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의

프레임판(14) 의 상부 중심에 회전 용이하도록 베어링A(27) 이 장착되고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조 립되어 있고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양단에

회전바퀴 (26) 가 장착되어져 상기의 회전판(16) 의 상면에서 구름운동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돌기(31) 는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와 상기의
프레임판(14) 이 스프링 (17) 에 의해 진동이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회전각도에 조정은. 지지대 평형구(30) 와 지지대

스토퍼 (51) 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상면 중심부에

핸들연결구 (32) 가 고정되어 연동하며 회전동작하도 록 되어 있다. 베어링B(28) 은

상기의 회전판(16) 이, 베어링C(29) 는 . 상기의 프레임판(14) 이 회전 용이하도록
조 립되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에 고정되어 있는

상기의 회전바퀴 (26) 가 상기의 회전판(16) 에 접촉하며 눌러질 때(압착할 때)

상기의 회전바퀴 (26) 의 브 레이크(18) 이 캐스터 (20) 를 압착함 으로써 상기의

캐스터(20) 가 구름동작을 정지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프링 B(33) 는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회전된 상태에서 탄성에 의해 복귀되도록 기능을

한다.
[45] 도 2b에는 본 발명에 따른 1개의 회전판(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로 이에 대한 전체 구성부품의 조 립관계를 도시하였다. 도 2a에 도시되었던

2개의 회전판(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와 마찬가지 로 상기의

베이스판(11) 의 상면에는 . 2개의 회전축 고정판(13) 과 2개의 . 프 레임

고정판(12) 가 고정되어 장착되어 있다.

[46] 상 기의 회전축 고정판(13) 에 조 립되어 회전 동작하는 회전축(24) 에는 . 상기의

스퍼기어(23) 와 2개의 마찰재 A(52) 가 고정되어 상기의 회전축(24) 과 함께

회전되어지도록 장착되 어 있다.

[47] 상 기의 프 레임 고정판(12) 에 좌 .우측에 서 상 .하 방향으로 롤링동작이 되도록

조 립되어 있는 상기의 프 레임판(14) 에는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상기의

베어링A(27) 와 함께 회전이 용이하도록 조 립되어 있고 상기의 회전판(16') 은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와 연동되어 회전되도록 장착되어 있다. 상기의

회전판(16') 에는 . 마찰재 B(53) 이 원주방향 으로 장착되어 상기의 마찰재 A(52) 와

접촉되면 마찰력에 의해 상기의 회전축(24) 에 고정되어 있는 마찰재 A(52) 의

회전력으로 연동하여 상기의 회전판(16') 이 회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마찰력에

의한 회전력은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좌 .우측이 기을어져 함께 고정되어

연동하는 상기의 회전판(16') 이 기을어질 때만 발생하게 된다.

[48]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2개의 회전판(16) 으로 구성되고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1개의 회전판(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구성부품에 대한

조 립상 태를 각각 도시한 것으로 도 2a와 도 2b에서 도시한 구성부품들의 조 립

상관관계 와 상 태를 명확하게 나타내 었다. 도 3a에 도시되어 있는 상기의

회전바퀴 (26) 은 . 2개의 회전판(16) 에 떨어지도록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에

고정되어 있고 상기 회전판(16) 의 하면에 장착되어 있는 상기의 링기어(21) 는

상기의 회전축(24) 에 고정되어 있는 상기의 피니언기어(22) 와 밀착되 어

조 립되어 있는 상 태로 되어 있다. 반면에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양단에 장착되어진 2개의 회전바퀴 (26) 은 상기의

프 레임판(14) 의 상면에 밀착되도록 조 립되고 , 상기의 1개의 회전판(16') 하면에

장착되어진 상기의 마찰재 A(52) 는 상기의 회전축(24) 에 고정되어 회전하는

마찰재 B(53) 에 떨어져 조 립되어 있다.

[49] 이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에 대한 구성요소들과

부속품들을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구성부 품들에 관련된 기능과 동작에 대해
다음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50] 먼저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좌측으로 기을어진 경우 상기의 회전판(16) 에 대한

동작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구동원. (구동 Source) 에 의해 발생한 회전력은 상기의

벨트(19) 에 의해 상기의 스퍼기어(23) 에 전달되 어지고 상기의 스퍼어기어(23) 는

상기의 회전축(24) 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연동하여 상기의 회전축(24) 에 전달된

회전력은 상기의 2개의 피니언기어(22) 를 회전시키게 되어 상기의

피니언기어(22) 에 맞물려 조 립되어 있는 상기의 링기어(21) 가 회전되면서



상기의 회전판 (16) 이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좌측부에 힘이 가해지면 이힘은 상기의 프레임판 (14) 의 좌측에 전달되 어지고
상기의 프레임판 (14) 의 좌측부는 상기의 스프링 (17)을 상기의 베이스판 (11) 의
방향으로 압축하게 되면서 좌측으로 상기의 프레임 고정판 (12) 와의 조립부를
중심축으로 하여 롤링동작을 하게 된다.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좌측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회전바퀴 (26)은 상기 회전판 (16) 의 상부에 접촉하면서
상기의 돌기(30) 에 의해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에 진동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 진동은 상기의 핸들 연결구 (32) 에 전달되면서 상기의 핸들 (42)를
통해 손과 몸으로부터 감지되게 된다. 그리고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좌측부에 더욱 힘이 가해지게 되면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상기의 브레이크 (18) 는
상기의 캐스터 (20) 의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상기의 캐스터 (20)를
압착하게 되면서 상기의 캐스터 (20)는 더이상 굴러가지 못하게 된다. 상기의
캐스터 (20) 의 구름동작이 정지하게 되면 상기의 캐스터 (20)는 상기의
회전판 (16) 의 상면에서 큰 마찰력을 형성하면서 상기의 회전판 (16)을 따라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 로 회전동작이

시작된다.
[51] 이와 같은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는 도 6a에 도시된 좌하부 한계각에

도달되 기전에 도 6b에 도시되어 있는 상기의 지지대 평형구 (30) 에 접촉하게
되면서 기을어진 상태에서 회전하였 던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좌측부가
평형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도 6b에 도시되어 있는 상기의 지지대 스토퍼 (51) 에
의해 회전동작이 멈추게 된다.

[52] 그리고 나서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우측부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우측부 가 상기 프레임고정판 (12) 의 조립부를 중심축으로
하여 롤링동작으로 기을어지게 된다. 도 5a는 도 4에서 도시한 것과 반대측으로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기을어진 경우의 동작상태를 도시하였다. 모든
동작의 원리와 과정이 도 4와 동일하게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기을어진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고 상기의 지지대 평형구 (30) 에 접촉하게
되면서 기을어진 상태로부터 평형상태 로 복귀되면서 상기의 지지대
스토퍼 (51) 에 의해 회전동작이 멈추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더 이상 동작을
원하지 않게 되면 상기의 스프링 B(33) 에 의해.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는
원래의 시작위치로 복귀하게 된다.

[53]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1개의 회전판 (16') 으로 구성된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의 상기 회전바퀴지지대(15) 가 우측으로 기을어진 경우 상기 회전판 (16') 의

동작상태 를 도시한 것으로 구동원 (구동 Source) 에 의해 발생한 회전력은 상기의
벨트 (19) 에 의해 상기의 스퍼기어(23) 에 전달되 어지고 상기의 스퍼어기어(23)는
상기의 회전축 (24) 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연동하여 상기의 회전축 (24) 에 전달된
회전력은 상기의 2개의 마찰재 A(52) 를 회전시키게 된다. 이때 사용자 가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의 우측부에 힘이 가해지면 이 힘은 상기의 프레임판 (14) 의



우측부에 전달되 어지고 상 기의 프 레임판 (14) 의 우측부는 상 기의 스프링 (17) 을

상 기의 베이스판 (11) 의 방향으로 압축하게 되면서 우측으로 상 기의

프 레임고정판 (12) 와의 조 립부를 중심축으로 롤 링동작을 하 여 기을 어지 게 된다.

이때 상 기의 회전바퀴 지지 대(15) 에 상 기의 회전판 지지 대(25') 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상 기의 회전판 (16') 이 동시 에 우측으로 기을 어지 게 된다. 상 기의

회전판 (16') 의 하면에 장착되어진 마찰재 B(53) 이 상 기의 마찰재 A(52) 에

접촉 되어지면서 상 기의 회전판 (16') 은 시 계방향으로 회전동작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 기 회전바퀴 지지 대(15) 는 도 6a에 도시된 우하부 한계각에

도달되 기전에 도 6b에 도시되어 있는 상 기의 지지 대 평형구 (30) 에 접촉하게

되면서 기을 어진 상 태에서 회전하였 던 상 기 회전바퀴 지지 대(15) 의 우측부가

평형상 태로 돌아오게 되면서 도 6b에 도시되어 있는 상 기의 지지 대 스토퍼 (51) 에

의해 회전동작이 멈추 게 된다. 사 용자 가 더 이상 동작을 원하지 않게 되면

상 기의 스프링 B(33) 에 의해 상 기 회전바퀴 지지 대(15) 는 원 래의 시작위치로

복귀하 게 된다.

[54]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가 자전거 사 이클 에 장착된 것을

전체 분해사 시도로 도시 한 것 이고 . 도 9와 도 10은 도 8과 다른 적용사례를 전체

분해사 시도로 도시 한 것으로 각각 게임용 콘트롤 러용 마우스 및 . 완구용

자동차에 내장하여 장착한 것을 도시하 였다.

[55] 이와 같 이 본 발명에 따른 체감형 시뮬 레이터 장치는 실제 사용하는 것처 럼

체감도를 높 여야 하거나 , 필요한 것들에 다 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바, 그

적용범위는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본원에 개시된 본원의

이러한 실시 및 웅용을 고 려하면 더욱 명백해질 것 이다 .

[56] 본원의 상 세한 설명 및 예들은 단 예시 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 본 발명의

실제 범주 및 사상은 첨부되 는 청구범위에 기본 적인 사 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개시된 실시 예들의 조 합들에 대한 각각의 변형 및 수정은 첨부의

청구범위내에서 이루 어질 수 있다.

[57] 11 베이스판 12 ：프 레임 고정판

[58] 13 회전축 고정판 14,14' ：프 레임판

[59] 15 회전바퀴 지지 대 16,16' : 회 전판

[60] 17 스프링 A 18 ：브 레이크

[61] 19 벨트 20 : 캐스터

[62] 2 1 링기어 22 : 피니 언기어

[63] 23 스 퍼기어 24 ：회전축

[64] 25,25' ：회 전판 지지 대 26,26' ：회 전바퀴

[65] 27 베어링A 28 ：베어링B

[66] 29 베어링C 30 : 지지 대 평형구

[67] 3 1 돌기 32 : 핸들 연결구

[68] 33 스프링 B 42 : 핸들



[69] 4 1 ：디스플레 이 44 ：프레임
[70] 43 ：핸들손잡이 46,46',46" ：상부바디
[71] 45 : 페달 48 : 전동모터
[72] 47,47,47" ：하부바디 50 ：바퀴
[73] 49 ：방향전환벨트 52 ：마찰재 A

[74] 5 1 : 지지대 스토퍼
[75] 53 ：마찰재 B

산업상 이용가능성
[76] 회전력과 동시에 미끄러짐을 느끼도록 하여 실제감을 느끼도록 하는 체감형

시뮬레이션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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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기기의 하체를 이루는 베이스판(11) 의 상부에서 회전판 지지대(25,25') 를

중심축으로 회전되도록 장착된 회전판(16,16'); 기기의 상체를 이루는

프 레임판(14,14') 에 장착되어져 회전운동 하고, 양단에 2개의

회전바퀴 (26,26') 가 장착되 어진 회전바퀴지지대(15); 상 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상기의 베이스판 ( 11)과 프 레임판(14,14') 사 이에

구비된 스프링 (17)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 상기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좌 .우 한쪽의 방향으로 기을어질 때 상기

회전판(16,16') 의 회전력에 의해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회전되어지는 특성을 갖는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의 회전판 지지대(25) 를 중심축으로 회전되도록 장착된 2개의

회전판(16) 이 상호 역방향으 로 회전되도록 회전축(24) 의 양단에서 서로

맞물려 장착된 링기어(21) 와 피니언기어(22) 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좌 .우 한쪽의 방향으로 기을어질 때,

상기의 회전판 지지대(25') 를 중심축으로 회전되도록 장착된 1개의

회전판(16') 의 하부면의 마찰재 A(52) 가 상기의 회전축(24) 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마찰재 B(53) 와의 접촉으로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회전되어지는 특성을 갖는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

[청구항 4] 제 1항과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회전바퀴 지지대(15) 가 좌 .우 한쪽의 방향으로 기을어질 때 상기의

회전판(16) 의 회전력에 의해 상기의 회전판(16) 의 상면에서 상기의

회전바퀴 (26) 의 캐스터(20) 가 구름운동이 정지되기 위하여 상기의

회전바퀴 (26) 에 브 레이크 (18) 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
[청구항 5] 제 1항과 제 2항에 있어서

상기의 회전판(16) 의 상부면에서 회전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돌기(31) 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감형 시뮬레이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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