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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12)와,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며 제1의 측정 굽힘

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 1 센서(16), 및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상기 부재(12)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

산하며, 상기 굽힘파를 지원하는 부재(12)의 물질의 분산 관계를 기초로 한 수정을 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접촉 

민감성 장치(10)로서, 상기 장치(10)는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측정되는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 2 센서(16)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분산 수정 상관 

함수, 분산 수정 컨벌루션 함수, 분산 수정 코히어런스 함수 및 다른 위상 등가 함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두 개의 측정 굽힘파 신호의 분산 수정 함수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접촉 민감성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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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쥬얼 디스플레이는 종종 소정 형태의 터치 민감성 스크린을 포함한다. 이는, 팜 탑 컴퓨터(palm top computer: 손

바닥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와 같은 차세대 휴대형 멀티미디어 장치의 출현에 따라 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접촉을 

탐지하기 위해서 파동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존 기술은 표면 음파(SAW: Surface Acoustic Wave)를 이용하는데, 

이는 유리 스크린의 표면상에 고주파를 발생시키며, 손가락의 접촉에 의한 이들 고주파의 감쇄가 터치 지점의 탐지에

이용된다. 이러한 기술을 '타임 오브 플라이트(time-of-flight)'라고 하는데, 하나 이상의 센서에 교란(disturbance)이

도달하는 시간이 터치 지점을 탐지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매체가 비분산(non-dispersive) 방식으로 거동할

때, 즉, 파동의 속도가 해당 주파수 범위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국제특허 공보 WO01/48684호에는 본 출원인과 달리, 접촉 민감성 장치 및 이 장치의 사용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이

장치는 굽힘파 진동(bending wave vibration)을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이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여 프로세서에 신호를 전송하는 센서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상기 부재 상의 표면에 행해진 접촉에 

관련된 정보가, 이러한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의 변화로부터 계산된다.

굽힘파 진동이라 함은, 예를 들면 접촉에 의한 여기 상태(excitation)를 말하며, 이는 부재에 평면 변위의 소정의 차이

를 부여한다. 많은 물질들이 굽힘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완전 제곱근 분산 관계로 순수 굽힘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순수 굽힘과 전단 굽힘이 혼합되어 굽힘을 받을 수 있다. 분산 관계는 파동의 주파수에 대한 파동의 평면

내 속도의 종속성을 나타낸다.

두 가지 유형의 접촉 민감성 장치가 제안되어 있는데, 즉, 부재의 굽힘파 진동이 접촉에 의해서만 여기되는 수동 센서

(passive sensor)와, 접촉 민감성 장치가,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여기시키는 

이미팅 트랜스듀서(emitting transducer)를 더 포함하는 능동 센서가 있다. 능동 센서에서, 접촉과 관련된 정보는 접

촉의 부재시에 이미팅 트랜스듀서에 의해 발생되는 파동의 응답을 접촉의 존재시에 기계적인 구속에 의해서 야기되

는 응답과 비교함으로써 계산된다.

굽힘파는 견고성의 증대와, 표면 긁힘에 대한 민감도의 감소 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굽힘파는 분산성이

다, 즉 굽힘파의 속도, 및 그에 따른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주파수에 종속적이다. 일반적으로, 임펄스는 넓은 범위의 

성분 주파수를 포함하며, 그래서 임펄스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고주파 성분이 먼저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수정되어야 한다.

WO01/48684호에는, 접촉 지점을 탐지하는데 레이더 및 소나(sonar)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측

정된 굽힘파 신호를 비분산성 파원(wave source)으로부터의 전파 신호(propagation signal)로 변환하기 위한 수정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수정 작업이 도 1a 내지 도 1d에 예시되어 있다.

도 1a는 제곱근 분산 관계를 갖는 이상적인 매체의 임펄스를 나타내며, 분산성 매체는 임펄스의 파형을 보존하지 못

함을 보여준다. 나가는 파동(60)은 시간 t=0에서 뚜렷하며, 반향 신호(62)는 시간에 걸쳐서 퍼져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접촉 위치의 산출에 문제를 야기한다.

공기와 같은 비분산성 매체에서, 주파수 응답의 주기적인 변동은 반사(reflection)의 특성이며, 종종 콤 필터링(comb 

filtering)으로 지칭된다. 물리적으로, 주파수 응답의 주기적인 변동은 파원(source)과 반사기(reflector) 사이에 들어

맞는 파장의 개수로부터 유도된다. 주파수가 증대되고 이러한 공간에 들어맞는 파장의 수가 증대됨에 따라, 나가는 

파동과 반사파와의 간섭은 보강 간섭(constructive interference)과 상쇄 간섭(destructive interference) 사이에서 

변한다.

도 1a의 분산성 임펄스 응답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면, 도 1b에 나타낸 주파수 응답이 된다. 주파수 응답은 비주기

성이며, 파장의 주기적인 변동은 주파수가 증대함에 따라 점점 느려지는 주파수의 변동으로 바뀐다. 이는, 파장이 주

파수의 역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제곱근 분산의 결과이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에 대한 패널의 효과는 이러한 응답을

패널 분산에 따른 주파수의 함수로서 신장시킨다. 그 결과, 주파수 영역에 역 신장(inverse stretch)을 적용함으로써 

패널 분산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수 있으며, 그래서 비분산성의 경우에 존재하는 주기성을 회복시킨다.

패널 분산의 역수로 주파수 축을 왜곡시킴으로써, 도 1b는 여기 주파수가 파장의 역수에 비례하는 비분산성의 경우에

대한 주파수 응답(도 1c)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러한 단순 관계는, 파장이 감소하는 주기적인 변화를 도 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파수가 증가하는 주기적인 변화로 변환시킨다.

도 1c의 트레이스(trace)에 역 고속 푸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면, 분산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분명한 반사가 복원되는 도 1d에 나타낸 임펄스 응답이 만들어진다. 도 1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펄스의

임의의 특정 파형은 시간에 대해서 보존되는데, 이는 비분산성 매체를 이동하는 파동이 그 주파수에 독립적으로 일정

한 이동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향 지점의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다. 나가는 파동(50)은 시간 t=0에서 

뚜렷하며, 아울러, 시간 t=4㎳에서 분명한 반사파(52)가 존재한다. 반사파(52)는 나가는 파동(50)의 크기의 대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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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되는 크기를 갖는다.

미지의 시간 t 0 에서 임펄스가 발생했다면 전술한 절차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응답으로부터 초기 임펄스까지의 거리 

x는 임펄스가 t 0 =0에서 발생할 때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굽힘파 진동을 사용하는 다른 접촉 민감성 장치를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 1 센서, 및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상기 부재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며, 상기 굽힘파를 지원하는 부재의 물질의 분산 관계를 기초로 한 수정을 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접촉 민감성 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측정되는 제2의 측정 굽힘파 신

호를 산출하는 제 2 센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분산 수정 상관 

함수, 분산 수정 컨벌루션 함수, 분산 수정 코히어런스 함수 및 다른 위상 등가 함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

는 상기 두 측정 굽힘파 신호의 분산 수정 함수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2 양태에 따르면,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굽힘파를 지원

할 수 있는 부재 및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제 1 센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센서를 사용하여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 2 센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측

정하는 단계와, 분산 수정 상관 함수, 분산 수정 컨벌루션 함수, 분산 수정 코히어런스 함수 및 다른 위상 등가 함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두 측정 굽힘파 신호의 분산 수정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기 분산 수정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

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하의 특징들은 상기 장치와 방법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방법의 계산 또는 처리 단계의 다

수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

분산 수정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두 측정 굽힘파 신호 W 1 (t)와 W 2 (t)의 푸리에 변환과 복소수 켤레 푸리에 변환인 와 를 계산한다. 

여기서 t는 시간, ω는 2πf로서 f는 주파수이다;

제1 중간 함수 를 계산한다;

의 함수인 제2 중간 함수 M(ω)를 계산한다;

상기 특허문서 WO01/48684호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M(ω)에 주파수 신장 연산 f(ω)를 적용하여 분산 수정

상관 함수가 만들어지게 한다:

중간 함수 M(ω)는 단순히 일 수 있으며, 이는 표준 분산 수정 상관 함수가 된다. 선택적으로, M(ω)는 표

준 분산 수정 상관 함수에 대한 위상 등가 함수가 만들어지도록 의 진폭은 변경하지만 위상은 변경하지 

않는 함수일 수 있다. 위상 등가 함수와 표준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동일한 위상 특성을 갖 기 때문에, 이들 함수는 동

일 위치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측정 굽힘파 신호에 있는 위상 정보는 접촉에 대한 정보, 특히 접촉 지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은 함수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간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M(ω)는 표준 분산 수정 상관 함수에 대한 위상 등가 함수를 만드는 모든 다음과 같은 함수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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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M(ω)는 의 진폭을 단위 크기로 정규화하여 정규화된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함수는 분산 수정 코히어런스 함수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M(ω)는 의 진폭에 작용하여 수정된 피크(peak) 형상을 갖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만들 수 있

다.

, 여기서 φ(x)는 실수 값을 갖는 함수이다.

그래서, M(ω)는 일반 수정을 행하여, 표준 상관 함수에 대하여 다른 진폭을 갖는 위상 등가 함수를 만들 수 있다.

, 여기서 ψ(ω)는 실수 값을 갖는 함수이다.

그래서, M(ω) 일반 주파수 종속 스케일링(frequency-dependent scaling)을 행하여, 표준 상관 함수에 대해 다른 진

폭을 갖는 위상 등가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케일링은 또한 앰퍼시스(emphasis)라고도 알려져 있다.

선택적으로, M(ω)는 상관 함수 D(t):

의 푸리에 변환인 함수 일 수 있다.

는 수학적으로 과 등가이며, 와 를 계산하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표준 분

산 상관 함수를 계산하는 대안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D(t)를 계산하고; 를 계산하고, 분산 수정 상관 

함수:

에 이르도록 주파수 신장 연산을 행한다.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점 중 하나는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 t 0 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응답 함수의 오프셋 t 0 (즉, t 0 ≠0)가 푸리에 변환 와 에서 부가

적인 인자 exp(iωt 0 )로 나타내어지고, 이는 중간 함수 를 소거하기 때문이다.

트랜스듀서는 제 1 센서와 제 2 센서 모두로서 동작할 수 있으며, 그래서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자기상관 함수(autoc

orrelation function)이다. 자기상관 함수는 W 1 (t)=W 2 (t)를 이용하여 분산 수정 상관 함수와 동일한 단계를 적용

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주파수 신장 연산은 에 의해서 도 1a 내지 1d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결정될 수 있으며, 

가 모든 주파수의 굽힘파가 동일한 위상 속도로 이동하는 매체의 가상 응답을 나타내도록 f(ω)가 선택된다. 예를 들

면, 각 주파수(angular frequency)에 대한 파동 벡터 k의 제곱근 관계 를 따르는 굽힘 모드 진동에 대해서, 

주파수 신장 연산 은 일정한 임의의 위상 속도 v를 갖는 매체의 가상 응답 Ω(t)를 제공한다. C는 상수로

서 로 정의되며, 여기서 μ는 단위 면적당 질량이고, B=는 굽힘 강성도이다.

접촉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역 푸리에 변환 Ω(t)가 검사될 수 있다. Ω(t)는, 접촉 위치와 각 센서 사이

의 거리에 비례하는 값 t 1 이 중심이 된다.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또한 정확한 접촉 지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함수 G(t)에 대해서, 

상관 함수의 중심은 t=(x 1 -x 2 )/v에 위치하며, 여기서 x 1 과 x 2 는 각각의 진동 센서에 대한 접촉점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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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이다. 그래서,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접촉 위치와 두 센서 사이의 경로거리의 차(즉, x 1 -x 2 )를 계산하는데 이

용될 수 있다. 이 값 x 1 -x 2 는 패널 표면상에 존재할 수 있는 접촉 지점의 쌍곡선을 정의한다. 제 3 센서가 제공된

다면, 센서 위치의 다른 조합으로부터의 제 2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제2의 경로거리 차, 예컨대 x 1 -x 3 를 제공한

다. 선 택적으로, 제 2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2의 한 쌍의 센서가 부재 상에 장착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예를 들면, 직사각형 패널의 네 모퉁이에 센서가 위치할 때에), 두 경로거리 차에 의해 정의되는 두개의 쌍곡

선은 명확하게 접촉 지점을 결정하는 고유한 교차점을 갖는다.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점 중 다른 하나는 부재의 경계부로부터 반사된 반사파의 처리에 있

다. 반사파는 물리적인 경계부의 외부, 구체적으로 경계부의 축에서 반사된 접촉 위치에 위치하는 가상 파원(virtual s

ource) 효과를 발생시킨다. 접촉에 의해 발생된 임펄스는, 임펄스의 직접파보다 이후에 도달하는 '반향(echo)'에 상응

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t=0에서 임펄스에 분산 수정을 적용함으로써, 이산 반사파는 수정 임펄스 응답에서의 피크로 

분해될 수 있다. 이들 피크의 지점은 접촉 지점을 결정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센서의 민감

도 즉, 수용도(acceptance)가 들어오는 파동의 방향에 독립적이지 않을 때 특히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접촉점으로부

터의 직접 경로에 상응하는 측정 신호는 반사파로 인해서 그 신호보다 더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부에서의 반사로부터 발생되는 굽힘파의 실제 및 가상 파원과 센서 사이의 경로거리 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산 

수정 자기상관 함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접촉 지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재의 모서리와 접촉되게 흡수성 물질을 배치함으로써 반사파가 억제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프로세서는 측정 굽힘

파 신호로부터 반사파의 기여(寄與)를 제거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는, 분산성 매체에서, 즉 형태의 분산 

관계를 갖는 매체에서, 직접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저주파 성분은 제1의 고주파 반사파보다 이후에 도달할 수 있다

는 것에 기초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프로세서는, 평균화 윈도우(averaging window)의 폭이 Δt ∝ t 2 와 같이 시간

좌표에 따라 국부적으로 변하는 원래의 측정 굽힘파 신호에 이동 평균 로우-패스 필터링 동작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측정 굽힘파 신호는, 직접파 및 반사파 모두로 인한 신호가 일정하지만 다른 주기로 진동하는 응답으로 변환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시간 t=0에서 접촉점으로부터 발생된 측정 굽힘파 신호 W(t)는 U(τ)=W(1/τ)를 이용함으로써 시간 

축 상으로 변환될 수 있다. 함수 U(τ)에서, 분산성 부재 상에서 전파되는 샤프 임펄스(sharp impulse)로부터의 신호

는 일정 주기로 진동한다. 또, 직접파로부터의 진동은 반사파로부터의 진동보다 더 긴 주기를 갖는다. 그래서 반사파

의 기여는 U(τ)에 대한 로우 패스 필터 동작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은 W'(t)=U(1/t)와 같이 선

형(1차) 시간 단위로 다시 변환될 수 있다. 이 절차는 다른 형태의 분산 관계에도 일반화될 수 있다.

반사파의 완전 거부를 위해서는, 부재 내에서의 분산 관계, 접촉이 발생한 시간 t 0 , 접촉 위치와 센서 사이의 거리 x

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재 내에서의 분산 관계만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반사파

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계산 작업에 대체될 수 있는 t 0 및 x에 대한 개산치(estimate) 또는 대체값(substitute)을 제공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 t 0 에 대한 개산 치는 부재 상의 임의의 센서에 의해서 접촉이 처음으로 탐

지된 시간, 즉 측정 신호가 최초로 소정의 한계값(threshold)을 통과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거리 x는 관련 센서와 부재

상의 최원지점(最遠地點) 또는 부재의 최대 치수(예를 들면, 직경) 사이의 거리로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대체값들

의 사용은 직접 경로 신호를 원 상태로 남겨두게 한다.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t 0 와 x의 개산치들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부재 상에는 복수(즉, n개)의 센서가 구비될 수 있으며, 그래서 개별 상관 함수의 수는 n(n-1)/2이다. 프로세서는 각

각의 상관 함수에 대해서 부재의 표면을 매핑하는 매핑 함수(mapping function)를 생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래서 주어진 경로거리 차 Δx 의 모든 좌표가 G(Δx/v) 값을 취하도록, 분산 수정 상관 함수 G(t)는 표면 위를 스위프(

sweep)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매핑된 상관 함수의 전체 세트의 결과가 계산되고, 최대값의 좌표로부터 접촉 지점이

결정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센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파로부터의 의사 기여의 거부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다.

각 센서 및 그 관련 회로는 동일하거나 다른 위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위상 특성의 차는, 센서의 제조 및 장착에 있

어서의 기계적인 비일관성, 또는 관련 증폭 및 필터링 회로에 있어서의 성분값들의 유한한 공차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각 센서의 위상 특성이 다르면,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소정의 비대칭 함수에 의해서 컨벌루션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이러한 비대칭 함수는 정확치 않은 경로거리 차의 측정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에 있어서의

피크의 위치가 더 이상 센서의 위상 특성에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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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부터 컨벌루션 수정 계수 를 개산한다. 여기서, 와 

는 두 측정 굽힘파 신호 와 의 푸리에 변환과 복소수 켤레 푸리에 변환이며, {Δx j }는 경

로거리 차이다;

b) 로부터 위상 수정을 갖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계산한다;

위상 수정은, 최대값의 위치가 접촉 위치와 일치하도록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역-컨벌루션하는(deconvolving) 효과

를 갖는다.

프로세서는 또한, 접촉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임의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계산 절차에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접촉 위치가 분산 수정 상관 함수에 의해서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 반사파가 직접파의 시그니쳐(

signature)와 간섭되거나 또는 3개 미만의 센서가 사용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재가, 사용자에게 누

를 수 있게 '버튼' 선택이 제공되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의 입력 장치일 때, 부재에 대한 임의의 접촉은 버튼에 

상응하는 개별 영역 내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의 예상 행동을 기초로 한 확률로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맵이 사용될 수 있다. 본 장치

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갖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의해서 OS(operating system: 운영체계

)와 인터액트(interact)가 이루어지며, API는 상기 확률 맵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확률 맵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

이스에 의해 제공되는 대상물의 사용 주파수, 크기 및 위치를 기초로 할 수 있다. 확률 맵은 또 다양한 GUI 요소의 상

대적인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할 수 있다.

매핑된 상관 함수에 있는 정보는 확률 맵과 통합되어 보다 높은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예상 확률은, 센서로부터

유도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뉴트럴-넷(neutral-net)에 대한 추가적인 입력이 될 수 있다.

부재는 그 표면상에 융기 패턴(raised pattern)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래서 표면을 가로질러 이루어진 접촉은 부재에

가변력(variable force)을 제공하여 부재에 굽힘파를 발생시킨다. 이 패턴은 주기적이거나, 또는 파동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공간 분포되어 있는 준주기적인 것일 수 있다. 프로세서는, 패턴의 주기성을 아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그리

고 임펄스 사이의 간격이, 스타일러스(stylus)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접촉이 패턴의 인접 특징부로 이동한 시간을 나

타낸다는 사실에 의해서, 접촉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패턴은 임의적으로 될 수 있으며, 그래서 부

재의 표면 위를 이동하는 접촉은 임의의 굽힘파 신호를 발생시킨다.

임의의 표면 패턴의 사용은 분산 수정 상관 함수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

르면,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할 수 있도록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

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 및 상기 센서로부터의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는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접촉 민감성 장치로서, 상기 부재의 표면은 융기 패턴을 포함하며, 그에 따라 상기 표면을 가로

질러 이루어진 접촉은 상기 부재에 가변력을 제공하여 상기 부재에 굽힘파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

감성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장치는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측정되는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기 위한 감지 수단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서는 두 측정 굽힘파 신호의 분산 수정 상관 함수로부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위에 설명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 1 및 제 2 실시예의 특징들은 본 실시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측정 굽힘파 신호가, 접촉의 최대 측방향 속도보다 훨씬 더 큰 굽힘파의 위상 속도를 부재에 부여하는 주파수 

상에 중심을 갖는 큰 대역폭을 가질 때,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할 수 있도록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 및 상기 센서로부터의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접촉

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는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접촉 민감성 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측정되는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센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접

촉과 관련된 정 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각 센서로부터 수정 임펄스 응답 측정치의 세트의 결과를 최적화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가 제공된다.

계산된 정보는 접촉이 일어나는 시간 t 0 일 수 있으며, 그래서, 분산 관계 k(ω) 및, 접촉 위치로부터 각 센서가 떨어

져 있는 거리 x가 파악되어야 한다. 수정 임펄스 응답 측정치는 다음의 단계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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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 굽힘파 신호 W(t)의 푸리에 변환 을 계산한다;

2) 에 의해서, 접촉 위치에 배치된 개념적인 센서로부터 등가 응답 W'(t)를 계산한다;

3) 역 푸리에 변환 을 계산하여 함수 W'(t)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 되며, 여기서 함수 W'(t)는 분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펄스의 시간 t 0 가 중심이 되는 

접촉으로부터의 초기 임펄스를 나타낸다. 모서리 반사에 의한 W(t)의 특징은 나중에 W'(t)에 나타나지만, 직접 임펄

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산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래서 식별하기가 더 쉽게 된다.

결과는 직접 임펄스에 의한 강력한 피크, 및 약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나타낸다. 이 결과를 취함으로써 모든 의

t 0 에서 일치하는 신호를 강화시키는 한편, 반사에 의한 정보는 상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억제된다. 따라서, 이 절

차는 t 0 를 결정하는 신뢰적인 방법이 된다.

반대로, 접촉과 관련된 정보는 접촉 지점, 즉 좌표 r 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의 최대값이 얻어지는 시간 t 0

및 센서와 접촉점 사이의 거리 x j 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적화 과정은 r 과 t 0 에 대한 개산치의 반복적인 세분화(iterative refinement)를 수반할 수 있다. 초기 개

산치는 일시적인 고주파 성분이 억제된 임펄스 응답 함수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산치를 얻기는 수월해

지지만(국부 최대값의 수가 더 적다), 낮은 공간 정확도를 갖게 된다. 추가적인 반복에 의해서, 개산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점점 더 고주파 성분이 도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접촉 위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상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즉, 분산 수정 상관 함수 방법과, 

을 최대화하는 방법.

이하의 특징은 본 발명의 모든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장치는 접촉이 부재를 가로질러 이동함에 따라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센서 또는 각 센서로부터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측정 굽힘파 신호는 시간

대별 데이터(time-series data)로, 즉 상이한 시간에 측정된 일련의 값으로 기록될 수 있다.

시간대별 데이터는, 10㎳의 지속시간 또는 폭을 가질 수 있는 일련의 데이터의 짧은 섹션 또는 '프레임'으로 분석될 

수 있다. 프로세서는 데이터의 프레임에 윈도우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윈도우 함수는 당해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

으며, 예를 들면 1992년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Cambridge University Press)에 서 출판된, Press W. H. 외(

外)의 'C에서의 수치 해법(Numerical Recipes in C), 제2판, 제13.4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프로세서는, 프레임의 지

속시간에 걸쳐 평균화가 이루어진 접촉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이동하는 접촉의 평균 위치 좌표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일련의 경로거리 차를 제공할 수 있게, 프로세서는 데이터의 각 프레임에 대해서 평균 

경로거리 차를 계산할 수 있도록 분산 수정 상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시간대별 데이터는 Grant PM 외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코딩(Analogue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and Coding)'의 제10장 (1989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적응성 필터(adaptive filter)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적응성 필터는 제 1 및 제 2 굽힘파 신호로부터의 시간대별 데이터와 관련된 컨벌루션 함수에 대해서 수정을

행할 수 있다. 컨벌루션 함수는 접촉이 이동함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며, 접촉 위치에 종속적이다.

적응성 필터는, 측정 굽힘파 신호에 적용될 때 가능한 한 측정 입력값에 근접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컨벌루션 수정을 

계산할 수 있다. 제 1 측정 굽힘파 신호는 적응성 필터의 기준 신호에 보내어질 수 있는 제1의 시간대별 데이터를 형

성하고, 제 2 측정 굽힘파 신호는 제2의 시간대별 데이터를 형성하는데, 이는 적응성 필터의 제 1 입력에 보내어지기 

전에 바람직하게는 상관 함수의 최대 예상 폭만큼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써 컨벌루션 수정이 계산될 수 있다. 프로세

서는 컨벌루션 함수에 분산 수정을 적용하여, 접촉점으로부터 센서까지의 경로거리와 접촉점으로부터 감지 수단까지

의 경로거리 사이의 차에 의해서 최대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만 들 수 있다.

계산된 정보는 접촉 지점 또는 다른 정보, 예를 들면 접촉 압력 또는 크기일 수 있다. 접촉과 관련된 정보는 센트럴 프

로세서에서 계산될 수 있다. 센서들은 부재의 모서리에 장착되거나 모서리로부터 이격될 수 있다. 센서는 굽힘파 진

동을 아날로그 입력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감지 트랜스듀서 형태일 수 있다.

부재는 플레이트 또는 패널 형태일 수 있다. 부재는 투명이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인쇄 패턴을 갖는 불투명

일 수 있다. 부재는 균일한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부재는 보다 복잡한 형상, 예를 들면 곡면 표면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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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두께를 가질 수 있다. 프로세서는 센서에 의해 수신된 굽힘파 신호로부터 접촉 지점을 판독하기 위해서 뉴트럴 

네트와 같은 적응성 알고리즘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형상의 부재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는 굽힘파 진동을 갖는 순수 수동 센서일 수 있으며, 그래서 측정 굽힘파 신호는 접촉의 초기 충격 또

는 마찰 이동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본 발명의 장치는 능동 센서일 수 있으며, 그래서 본 장치는 이미

팅 트랜스듀서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듀서는 이중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즉 이미팅 트랜스듀서로서 및 센서로서 

동작한다. 부재는 또한 음파 방출기(acoustic radiator)일 수 있으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은 음파 출력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접촉에 의한 굽힘파 신호의 측정치는, 특히 오디오 신호가 접촉에 의해서 발생된 굽힘파 신호와 유사할 때, 오디오 신

호에 의한 굽힘파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 다.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센서 및 감지 수단으로부터의 측정치의 주

파수 대역과 다르게 하고 또한 중첩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오디오 신호 및 측정

신호는 필터링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디오 대역은 20㎑ 보다 낮은 주파수로 제한될 수 있고, 진동 측정치는 20㎑ 

보다 높은 주파수로 제한될 수 있다.

본 장치는 이중의 능동 및 수동 센서일 수 있으며, 본 장치에 접촉이 가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능동 감지 모드와 

수동 감지 모드 사이에서 전환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본 장치는, 어떠한 접촉도 탐지되지 않았을 때의 수동 감지 모

드에서의 휴지 상태와, 접촉이 가해졌을 때 능동 감지 모드로의 전환, 및 접촉이 제거되고 난 후 또 다른 접촉의 탐지

를 대기하기 위한 수동 감지 모드로의 복귀 사이에서 순환될 수 있다. 이는, 본 장치가 능동 모드에 있을 때 전력 누수

를 회피시켜 주므로 이점이 될 수 있다.

접촉은 스타일러스에 의한 터치 형태일 수 있으며, 스타일러스는 손에 쥐는 펜 형태일 수 있다. 부재 상에서의 스타일

러스의 움직임은, 부재 상에서의 스타일러스의 위치, 압력 및 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연속적인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스타일러스는 예를 들면 고무제의 가요성 팁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팁은 부재에 가변력을 가함으로써 부재에

굽힘파를 발생시킨다. 가변력은 선택적으로 부재의 표면에 부착되거나 표면 위를 미끄럼 이동하는 팁에 의해서 제공

될 수 있다. 팁이 부재를 가로질러 이동함에 따라, 소정의 한계값에서 팁과 부재 사이의 부착을 해제시켜서 팁이 표면

을 가로질러 미끄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인장력이 발생될 수 있 다.

선택적으로, 접촉은 손가락에 의한 터치 형태일 수 있으며, 이는 수동 및/또는 능동 감지에 의해서 탐지될 수 있는 굽

힘파를 부재에 발생시킬 수 있다. 굽힘파는 초음파 영역(20㎑ 이상)에 있는 주파수 성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동

감지는 손가락과 스타일러스 모두에 의한 접촉에 민감성을 갖는다.

본 장치가 능동 센서로서 동작할 때, 즉 이미팅 트랜스듀서가 여기 신호를 발생시킬 때, 접촉은 부재 상에 비선형 힘을

가하여 여기 신호의 조파(調波: harmonic)를 발생시킬 수 있다. 프로세서는, 수동 감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촉 위치

를 결정하는데 조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파로부터 여기 신호를 분리하기 위한 신호 처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조

파는 접촉 위치로부터의 굽힘파의 파원을 효과적으로 구성한다.

이미팅 트랜스듀서 또는 센서, 혹은 각각의 이미팅 트랜스듀서 또는 센서는 부재에 직접 접착된 벤더 트랜스듀서(ben

der transducer), 예를 들면 압전 트랜스듀서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미팅 트랜스듀서 또는 센서, 혹은 각각의 이

미팅 트랜스듀서 또는 센서는 단일 지점에서 부재에 결합된 관성 트랜스듀서일 수 있다. 관성 트랜스듀서는 전기역학

적 트랜스듀서이거나 압전 트랜스듀서일 수 있다. 이미 감지 및/또는 이미팅 트랜스듀서로서 배치되어 있는 오디오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접촉 민감성 장치는 휴대 전화기, 랩탑(lap top) 또는 PDA(personal data assistant)에 포함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종래에 휴대 전화기 에 조립되었던 키패드는 본 발명에 따른 터치 민감성 장치인 연속 몰딩(continuou

s moulding)으로 대체될 수 있다. 랩탑에서, 마우스 컨트롤러로서 기능하는 터치패드는 본 발명에 따른 접촉 민감성 

장치인 연속적인 몰딩으로 대체될 수 있다. 몰딩은 마우스 컨트롤러 또는 다른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키보드로서 구

현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접촉 민감성 장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예를 들면 굽힘파를 여기하거나 감지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스크린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첨부된 도면에는 실례로서 본 발명이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1d는 종래 기술에 따른 분산 수정 방법의 그래프 도면으로서,



공개특허 10-2004-0017272

- 9 -

도 1a는 시간에 대한 임의 단위의 응답을 보여주는 분산성 임펄스 응답의 그래프.

도 1b는 주파수에 대한 임의 단위의 응답을 보여주는 분산성 주파수 응답의 그래프.

도 1c는 주파수에 대한 임의 단위의 응답을 보여주는 비분산성 주파수 응답의 그래프.

도 1d는 시간에 대한 임의 단위의 응답을 보여주는 비분산성 임펄스 응답의 그래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접촉 민감성 장치의 평면도.

도 3은 수동 터치 감지(passive touch sensing)가 병합된 제1의 장치의 사시 도.

도 4는 수동 터치 감지가 병합된 제2의 장치의 사시도.

도 5는 도 3과 도 4의 수동 감지에 대한 처리 알고리즘의 블록도.

도 6은 능동 터치 감지가 병합된 제1의 장치의 사시도.

도 7은 능동 터치 감지가 병합된 제2의 장치의 사시도.

도 8은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접촉점과 두 측정점 사이의 경로거리 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차

트.

도 8a는 도 8의 방법이 적용되는 장치의 개략적인 평면도.

도 8b는 시간에 대한 분산 수정 상관 함수의 그래프.

도 9는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반사 효과를 제거하는 제1의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차트.

도 10은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반사 효과를 제거하는 제2의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차트.

도 11a와 11b는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터치 민감성 장치의 개략적인 사시도 및 평면도.

도 12는 도 11의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처리 알고리즘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12a는 도 12의 필터와 증폭기에 대하여, 주파수(f)에 대한 복합 전달 함수 H(f)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12b는 시간에 대한 측정 굽힘파 신호의 그래프.

도 13은 실험적인 위상 수정을 얻는 단계를 보여주는 플로차트.

도 13a는 도 13의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부재 상에 세분화된 그리드(grid)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른 터치 민감성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다양한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적응성 노이즈 소거기(noise canceller)의 회로도.

도 16a는 라우드스피터로서도 동작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16b는 도 16a의 장치에서 오디오 신호와 측정 굽힘파 신호를 분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분산 수정 자기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접촉 지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차트.

도 17a는 도 17의 방법이 적용되는 장치의 개략적인 평면도.

도 17b는 시간에 대한 분산 수정 자기상관 함수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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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는데 적응성 필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블록도.

실시예

도 2는 디스플레이 장치(14)의 전방에 장착된 투명한 터치 민감성 플레이트(12)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10)를 

나타낸다. 디스플레이 장치(14)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크린 또는 비쥬얼 디스플레이 장치 형태일 수 있다. 터치 민감

성 플레이트(12) 상에 텍스트 또는 다른 문자를 기록하는데 펜 형태의 스타일 러스(18)가 사용된다.

투명한 터치 민감성 플레이트(12)는 굽힘파 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재, 예를 들면 음파 장치이다. 플레이트(12) 상

에는 3개의 트랜스듀서(16)가 장착된다. 이들 트랜스듀서(16) 중에서 적어도 2개는 센서 또는 감지 수단으로서 동작

하며, 그래서 플레이트의 굽힘파 진동에 민감하며 이 굽힘파 진동을 모니터한다. 또한, 제3의 트랜스듀서(16)는 시스

템이 도 3 또는 도 4의 수동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응되도록 감지 트랜스듀서가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제3의 트랜스듀서는 시스템이 도 5의 능동 센서에 대응되도록 플레이트의 굽힘파 진동을 여기시키는 이

미팅 트랜스듀서일 수 있다. 도 6 또는 도 7의 실시예에서, 능동 센서는 결합된 라우드스피터 및 접촉 민감성 장치로

서 동작할 수 있다.

도 3과 도 4는 두 개의 접촉 민감성 장치(32, 33)를 보다 상세하게 예시한다. 접촉 민감성 장치(32, 33)는 굽힘파 진

동을 지원할 수 있는 패널(24) 형태의 부재와, 각 장착점에서 굽힘파 진동을 감지하는 감지 트랜스듀서(26) 형태의 3

개의 센서를 포함한다. 접촉점(30)에 압력이 가해질 때 진동 패턴(28)이 발생된다. 본 장치는 이미팅 트랜스듀서를 포

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 접촉 민감성 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패널의 굽힘파 진동은 접촉에 의해서만 발생된

다.

수동 센서에서, 패널(24) 몸체의 임펄스는 굽힘파를 패널(24)의 모서리 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다. 도 3과 같이 모

서리를 따라서 등거리로 장착된 3개의 감지 트랜스듀서(26)에 의해서, 또는 도 4와 같이 패널(24)의 표면상에 장착되

지만 패널(24)의 모서리로부터 이격된 3개의 감지 트랜스듀서에 의해서 굽힘파가 탐지된다. 작용한 임펄스의 공간적

인 근원 및 힘 프로파일(force profile)을 산출할 수 있도록 측정 굽힘파 신호가 처리된다.

도 5는 도 3 또는 도 4의 각 감지 트랜스듀서(26)에서 감지된 굽힘파 정보의 처리를 위해 가능한 구현예를 보여준다. 

도 5에서, 패널의 굽힘파는 3개의 감지 트랜스듀서(26)에 의해서 감지된다. 감지 트랜스듀서(26)는, 다중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ADC: analogue to digital converter)(54)로 전송되는 아날로그 굽힘파 신호 W 1 (t), W 2 (t) 및 W

3 (t)를 측정한다. 이러한 결과의 디지털 입력 신호가 센트럴 프로세서(34)로 전송되며, 이로부터 접촉 임펄스의 위치

및 프로파일과 관련된 정보(58)가 산출된다.

도 6과 도 7은 다른 형태의 결합된 터치 민감성 장치 및 오디오 장치(35, 37)를 보다 상세하게 예시한다. 이들 장치 

각각은 굽힘파 진동을 지원할 수 있는 패널(24)과 패널(24)의 굽힘파 진동을 여기시키는 이미팅 트랜스듀서(31)를 포

함한다. 도 6의 장치(35)는 각각의 장착점에서 굽힘파 진동을 감지하는 2개의 감지 트랜스듀서(26)를 포함하는 반면

에, 도 7의 장치(37)는 단 하나의 감지 트랜스듀서(26)만을 포함한다. 접촉점(30)에 압력이 가해질 때 진동 패턴(28)

은 단절된다. 본 장치는 이미팅 트랜스듀서(31)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 접촉 민감성 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

도 6에서는, 감지 트랜스듀서(26) 및 이미팅 트랜스듀서(31)가 패널(24)의 모서리를 따라서 등거리로 이격되어 있는 

반면에, 도 7에서는, 감지 트랜스듀서(26) 및 이미팅 트랜스듀서(31)가 패널(24)의 표면에 장착되며 패널(24)의 모서

리로부터 떨어져 있다.

도 8a는 접촉 지점(104)에 접촉이 가해지는 부재(100) 상에 장착된 2개의 센서(102)를 갖는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8은 접촉 지점(104)과 센서들(102) 사이의 경로거리의 차를 알아내기 위해서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

을 보여준다. 이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a) 두 굽힘파 신호 W 1 (t)와 W 2 (t)를 계산한다;

(b) 측정 신호로부터 반사 신호를 제거하고, 예를 들면 도 9에 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W 1 '(t)와 W 2 '(t)를 계산한

다;

(c) 와 및, 그에 따라 중간 함수 에 이르도록, W 1 '(t)와 W 2 '(t)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한

다: 여기서, 는 복소수 켤레 푸리에 변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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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및 (e), 단계 (a) 내지 (c)를 수행함과 동시에, 소정의 패널 분산 관계 를 이용하여 주파수 신장 연산 

이 계산된다.

(f) 분산 수정 자기상관 함수:

에 이르도록 와 및 가 통합된다;

(g) 도 8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 t 12 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그려진다;

(h) t 12 로부터 Δx 12 가 계산된다: Δx 12 는 제 1 및 제 2 센서로부터 접촉점까지의 경로거리 x 1 과 x 2 사이의 

경로거리 차이다;

(i) 접촉 지점을 계산하는데 Δx 12 가 사용된다.

선택적으로 단계 (e)에서, 아래에 기재된 위상 수정 Φ 12 를 갖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Φ 12 의 계산은 도 13에 설명되어 있다.

도 9는 t=0에서 임펄스가 발생하는 임펄스 측정치로부터 반사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ⅰ) 굽힘파 신호 W 1 (t)를 측정한다;

ⅱ) U(τ)=W(1/τ)를 이용하여 신호를 시간 축 상으로 변환한다;

ⅲ) 모든 반사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 예를 들면 예시된 바와 같은 U'(τ)를 적용한다. 컨벌루션 함

수 Δτ의 폭을 정의하기 위해서 소정의 패널 분산 관계 로부터의 상수 C가 이용된다;

ⅳ) 그리고 나서, 응답은 W'(t)=U(1/t)와 같이 선형 시간 단위로 다시 변환 될 수 있다.

도 10은 t=0에서 임펄스가 발생하는 임펄스 측정치로부터 반사 효과를 제거하는 다른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다

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ⅰ) 굽힘파 신호 W 1 (t)를 측정한다;

ⅱ) 각 센서와 접촉 지점 사이의 거리 x를 개산한다;

ⅲ) x의 개산치와 소정의 분산 관계 를 이용하여 평균화 윈도우 N(t, t')를 정의한다;

ⅳ) 반사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굽힘파 신호 W 1 (t)에 평균화 윈도우 N(t, t')를 적용한다.

N(t, t')는 가우스 형태를 갖는 평균화 윈도우의 일례이다. 계산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윈도우가 구현

될 수 있다. 직사각형 윈도우의 복수 적용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직사각형 윈도우의 다수의 반복 적용은 N(t, t')와 유사

한 결과를 만든다.

도 11a와 도 11b는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직사각형 부재(82)와 이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4개의 센서(84

)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80)를 나타낸다. 센서(84)는 압전 진동 센서 형태이며, 각 모퉁이에 하나씩 부재(82)

의 하측면에 장착된다. 폼 장착부(foam mounting)(86)가 부재의 하측면에 부착되며, 실질적으로 부재의 외주를 따라

서 뻗어있다. 폼 장착부(86)는 접착성 표면을 가지며, 그에 따라 부재는 어떠한 표면에도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다. 폼

장착부는 부재의 모서리로부터의 반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 세트의 경로거리 차, Δx 12 = x 1 - x 2 와 Δx 34 = x 3 - x 4 가 도 8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계산된다. x i 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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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로부터 접촉점까지의 거리이다. 도 1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경로거리 차에 의해 정의된 쌍곡선(85)이 그려지

며, 접촉 지점은 두 쌍곡선의 교차점(87)이 된다.

도 12는 도 11의 장치에 있어서의 처리 알고리즘의 구현을 예시하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센서(84)는, 증폭기와

위신호(僞信號) 방지 필터(로우 패스 필터)(88)를 통해서 전송되는 아날로그 굽힘파 신호 W 1 (t), W 2 (t) 및 W 3 (t

)를 측정한다. 증폭기와 위신호 방지 필터의 복합 전달 함수 H(t)의 진폭이 도 12a에 도시되어 있다. 필터링된 신호는 

디지타이저(90)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유한 길이를 갖는 선입선출(first-in first-out) 버퍼에 저장된다. 버

퍼는 탐지 과정이 촉발되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측정된 신호를 위한 두 개의 저장부, 프리-트리거(pre-trigger) 저장

부(92)와 포스트-트리거(post-trigger) 저장부(93)를 포함한다.

센트럴 프로세서(94)는 다음의 단계에 의해서 부재의 접촉 지점 및 프로파일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한다:

a) 센트럴 프로세서는 도 12b에 예시되어 있는 한계값 테스트를 수행한다. 측정 굽힘파 신호(96)는 소정의 한계값(98

)과 비교가 이루어진다. 측정 신호가 한계값을 통과할 때, 탐지 과정이 촉발된다.

b) 시간대별 디지털 입력 신호의 어레이(array)가 버퍼로부터 프로세서로 전송된다. 이 신호는, 접촉에 의한 임펄스의

전체 파형의 디지털 측정치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탐지 과정이 촉발되기 이전과 이후에 취해진 측정치들을 포함한다.

c) 프로세서는 t 0 가 0으로 설정되도록 t 0 의 개산치에 따라서 파형을 시프트(shift)한다.

d) 프로세서는, 0으로 설정된 t 0 의 개산치와 부재의 대각선 길이로 취해진 x의 개산치에 의해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디지털화된 신호로부터 반사 효과를 제거한다.

e) 프로세서는 추가적인 처리를 행하는데, 특히 각각의 대각선 방향으로 대향된 쌍으로 이루어진 센서에 대해서 분산

수정 상관 함수를 계산하고,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한다.

프로세서에 의해서 행해지는 추가적인 처리에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에 소정의 위상 수정을 행하는 것이 또한 포함

될 수 있다. 이는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a) 예를 들면, 부재(82)와 4개의 센서(84)를 갖는 도 11a와 도 11b에 도시된 실시예에 대해서 그리드를 정의하는데, 

이는 벡터 {r j }에 의해서 지점(71)들을 정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예에서 그리드는 8행 7열을 가지며, 그

래서 그리드는 56개의 벡터의 세트 [r 1 , r 2 , .....r 56 ]에 의해서 정의된다;

b) 이용자는 r 1 에 의해서 정의된 그리드의 제 1 지점(71)을 두드리며, 각각의 쌍으로 이루어진 센서의 제 1 및 제 2 

센서에 의해서 제 1 및 제 2 굽힘파 신호 {W 1,j (t)]와 {W 2,j (t)}가 측정된다;

c) 사용자가 그리드의 각 지점을 두드릴 때까지 단계 (b)가 반복된다;

d) 굽힘파 신호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한다;

e) 실험적인 위상 수정:

를 계산한다. 여기서, Δx j 는 제 1 및 제 2 센서로부터 접촉점까지의 경로거리

x 1,j 와 x 2,j 의 차이다. 경로거리는 그리드 좌표로부터 알 수 있다.

도 14는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72)와 이 부재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3개의 센서(6

4)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70)를 나타낸다. 부재(72)의 표면은 융기된 교차 라인으로 이루어진 주기적인 패턴

인 융기 패턴(66)을 포함한다. 스타일러스(78)가 경로(74)를 따라서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여, 융기 패턴의 라인을 

통과함에 따라 부재에 굽힘파(76)를 발생시킨다.

도 15는 예를 들면, 'IEEE(미국 전기·전자 통신학회)의 회보, 제63권 제12호(1975년) 1692쪽, 위드로(Widrow) 외

의 적응성 노이즈 소거: 원리 및 응용'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적응성 노이즈 소거기를 나타낸다. 적응성 노이즈 소거기는

초기 오디오 신호를 기준 입력으로서 취하는 적응성 필터(40)를 포함한다. 소거기는 어 떠한 추가적인 처리도 일어나

기 전에 진동 센서의 출력으로부터의 오디오 신호의 기여를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시된 적응성 필터는 본 작

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응성 필터의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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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a는 라우드스피커로서도 동작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를 나타낸다. 도 16b는, 처리된 측정 신호에 대한 오디오 신

호의 기여가 억제되도록, 오디오 신호와 측정 신호를 두 개의 구별된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본 

장치는 이미팅 트랜스듀서 또는 액추에이터(108) 및 접촉에 의해서 굽힘파가 발생되는 부재(106)를 포함한다. 이미

팅 트랜스듀서는 오디오 신호를 부재(106)에 인가하여 음파 출력을 발생시킨다. 부재에 인가되기 전에, 오디오 신호

는 로우 패스 필터(112)에 의해서 필터링되는데, 이 로우 패스 필터(112)는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계 주파수 f

0 보다 높은 오디오 신호를 제거한다.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촉은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거의 일정한 출력을 갖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접촉에 

의한 신호 및 오디오 신호는, 한계 주파수 f 0 보다 높은 신호를 제거할 수 있게 하이 패스 필터(114)를 통과하는 통합

신호가 되도록 합산된다. 필터링된 신호는 그리고 나서 디지타이저(116)를 거쳐서 프로세서(118)로 전송된다.

도 17a는 접촉 지점(104)에 접촉이 가해지는 부재(100) 상에 장착된 단일 센서(120)를 갖는 실시예를 나타낸다. 굽

힘파가 부재의 모서리로부터 반사되어 지점(122)에서 가상 파원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도 17은 접촉 지점(104)을 파

악하 기 위해서 분산 수정 자기상관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한다:

(a) 하나의 굽힘파 신호 W 1 (t)를 측정한다;

(b) 에 이르도록 W1'(t)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한다;

(c) 단계 (a)와 (b)를 수행함과 동시에, 소정의 패널 분산 관계 를 이용하여 주파수 신장 연산 

이 계산된다;

(d) 분산 수정 자기상관 함수:

에 이르도록 와 가 통합된다;

(g) 도 1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 t 11 과 -t 11 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그려

진다;

(h) t 11 로부터 Δx 11 이 계산된다: Δx 12 는 제 1 및 제 2 센서로부터 접촉점까지의 경로거리 x 1 과 x 1 ' 사이의

경로거리 차이다;

(i) 접촉 지점을 계산하는데 Δx 12 가 이용된다.

도 18은 도 15의 적응성 필터를 나타내며, 2개의 센서를 포함하는 장치로부터 접촉 지점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적응성 필터는 유한 임펄스 응답(FIR: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포함한다. FIR 필터는 소정

의 컨벌 루션 함수 φ(t)에 의한 컨벌루션 연산에 상당한다.

제 1 센서에 의해 측정된 신호 W 1 (t)는 적응성 필터(40)로 전송되고, 제 2 센서에 의해 측정된 신호 W 2 (t)는 지연

유닛(41)으로 전송된다. 지연 유닛은 바람직하게는 컨벌루션 함수의 최대 예상 폭만큼 제 2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지

연시킨다. 지연된 신호는 그리고 나서 적응성 필터의 제 1 입력으로 전송된다. 기준 입력 W 1 (t)로부터 제 1 신호 입

력 W 2 (t)의 개산치 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적응성 필터는 지속적으로 컨벌루션 함수를 업데이트한다. 컨벌루션

연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접촉 지점은 프로세서에서 다음의 단계에 의해서 계산된다:

a) 적응성 필터의 내부 메모리로부터 FIR 컨벌루션 함수를 추출한다.

b) FIR 컨벌루션 함수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한다.

c) 주파수 신장 연산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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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t)에 이르도록 역 푸리에 변환을 계산한다.

F(t)는 분산 수정 상관 함수 G(t)의 위상 등가이며, 그래서 G(t)와 F(t)의 푸리에 변환은 동일한 위상을 갖지만 반드시 

동일한 진폭을 가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F(t)와 G(t)에 대한 시간 영역에서의 임의의 피크 지점은 동일하며, 그래서 

접촉 지점은, G(t)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의 피크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접촉 민감성 장치 등에 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 1 센서, 및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상기 부재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며, 상기 

굽힘파를 지원하는 부재의 물질의 분산 관계를 기초로 한 수정을 행하는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접촉 민감성 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측정되는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 2 센서를 포함

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분산 수정 상관 함수, 분산 수정 컨벌루션 함수, 분산 

수정 코히어런스 함수 및 다른 위상 등가 함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두 측정 굽힘파 신호의 분산 

수정 함수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센서는 상기 제 2 센서로서 동작하며, 그에 따라 상기 계산된 분산 수정 함수는 자기상관 함수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2개의 추가적인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2의 한 쌍의 센서를 포함하 며, 상기 2개의 추가적인 측정 굽힘파 신

호로부터 제 2 분산 수정 함수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각각의 분산 수정 함수로부터 접촉 위치와 상기 제 1 및 제 2 센서 각각 사이의 제1의 경로거리 차와

접촉 위치와 상기 제2의 한 쌍의 센서 각각 사이의 제2의 경로거리 차를 산출하며, 상기 제1의 경로거리 차 및 제2의 

경로거리 차로부터 접촉 지점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사파를 흡수하도록 상기 부재의 둘레의 적어도 일부분을 따라서 장착된 흡수기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의 반사파의 기여를 제거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

감성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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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에 대해서 동작하며 시간에 따라 국부적으로 변하는 폭을 갖는 평균화 윈도

우를 포함하는 로우 패스 필터링 동작기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8.
제 6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접촉 위치와 각 센서 사이의 거리의 개산치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개산치는 상기 반사

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계산에 대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 상에 복수의 센서를 포함하며, 그에 따라 복수의 분산 수정 함수가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

성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각각의 분산 수정 함수에 대해서 상기 부재의 표면을 매핑하는 매핑 함수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11.
제 1항 내지 제 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는 음파 방출기이며,

이미팅 트랜스듀서가 상기 부재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여기함으로써 음파 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음파 출력과 측정 굽힘파 신호가 별개의 주파수 대역에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의 상기 음파 출력의 기여를 제거하는 적응성 노이즈 소거기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

치.

청구항 14.
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는 투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15.
제 1항 내지 제 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분산 수정 함수에 적용되어 상기 센서들 사이의 위상차를 보상하는 컨벌루션 수정 계수를 개

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16.
제 1항 내지 제 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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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재는 그 표면상에 융기 패턴을 포함하며, 그에 따라 상기 표면을 가로질러 이루어진 접촉은 상기 부재에 가변

력을 제공하여 상기 부재에 굽힘파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임의의 형태이며, 그에 따라 상기 부재에는 임의의 굽힘파 진동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

감성 장치.

청구항 18.
제 1항 내지 제 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접촉이 상기 부재를 가로질러 이동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상기 센서 또는 각 센서로부터의 제 1 및 제 2의 측정 굽힘

파 신호의 세트를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를 일련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석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레임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평균화된 상기 접촉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21.
제 1항 내지 제 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의 세트와 상기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의 세트 사이의 컨벌루션 함수

를 계산하는 적응성 필터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분산 수정 컨벌루션 함수를 사용하여 상기 접촉에 관한 정보를 계산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23.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제 1 센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센서를 사용하여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 2 센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상기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와,

분산 수정 상관 함수, 분산 수정 컨벌루션 함수, 분산 수정 코히어런스 함수 및 다른 위상 등가 함수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두 측정 굽힘파 신호의 분산 수정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기 분산 수정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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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 수정 상관 함수는 다음의:

상기 두 측정 굽힘파 신호의 푸리에 변환과 복소수 켤레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두 굽힘파 신호의 상기 푸리에 변환과 상기 복소수 켤레 푸리에 변환의 곱에 의해서 중간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와,

상기 분산 수정 상관 함수가 만들어지도록 주파수 신장 연산과 후속의 역 푸리에 변환을 상기 중간 함수와 통합하는 

단계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위상 등가 함수는 다음의:

상기 두 측정 굽힘파 신호의 푸리에 변환과 복소수 켤레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두 굽힘파 신호의 상기 푸리에 변환과 상기 복소수 켤레 푸리에 변환의 곱에 의해서 제1의 중간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중간 함수의 함수인 제2의 중간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위상 등가 함수가 만들어지도록 주파수 신장 연산과 후속의 역 푸리에 변환을 상기 제2의 중간 함수와 통합하는

단계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중간 함수는 상기 분산 수정 코히어런스 함수가 만들어지도록 상기 제1의 중간 함수를 정규화함으로써 계

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4항 내지 제 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함수 또는 각각의 중간 함수를 계산하기 전에 반사 효과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3항 내지 제 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 위치와 각 센서 사이의 경로거리의 차를 산출하고 그래서 접촉 지점을 산출하기 위해서 상기 분산 수정 함

수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3항 내지 제 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센서 모두로서 동작하는 트랜스듀서를 제공하는 단계와 분산 수정 자기상관 함수를 계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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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3항 내지 제 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2개의 추가적인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제2의 한 쌍의 센서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2개의 추가적인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제2의 분산 수정 함수가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

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각각의 분산 수정 함수로부터 접촉 위치와 상기 제 1 및 제 2 센서 각각 사이의 제1의 경로거리 차와 접촉 위치와 상

기 제2의 한 쌍의 센서 각각 사이의 제2의 경로거리 차를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경로거리 차 및 제2의 경로거

리 차로부터 접촉 지점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23항 내지 제 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에 대한 로우 패스 필터링 동작을 실행함으로써 각각의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의 반사파의 기

여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23항 내지 제 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 상에 복수의 센서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복수의 분산 수정 함수가 산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각각의 분산 수정 함수에 대하여 상기 부재의 표면을 매핑하는 매핑 함수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23항 내지 제 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컨벌루션 수정 계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센서들 사이의 임의의 위상차를 보상하기 위해서 상기 분산 수정 함수

를 계산할 때 상기 컨벌루션 수정 계수를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23항 내지 제 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이 상기 부재를 가로질러 이동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상기 센서 또는 각각의 센서로부터의 제1의 측정 굽힘

파 신호의 세트 및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의 세트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

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들을 일련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의 지속 시간에 대해서 평균화된 각각의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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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 37항 또는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세트들 사이의 컨벌루션 함수에 대해서 수정을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는 방법.

청구항 40.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할 수 있도 록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 및 상기 센서로부터의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는 프로세

서로 구성되는 접촉 민감성 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와 동시에 측정되는 제2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센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각 센서로부터의 수정 임펄스 응답 측정치의 세트의 결

과를 최적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임펄스 응답 측정치는 다음의: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의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접촉 위치에 배치된 개념적인 센서로부터 등가 응답을 계산하는 단계와,

최적화 대상 함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기 등가 응답의 역 푸리에 변환을 계산하는 단계를

사용하여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화 과정은, 상기 결과의 최대값이 얻어지는 시간 및 상기 접촉 지 점의 개산치의 반복적인 세분화를 수반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초기 개산치는 고주파 성분이 억제된 임펄스 응답 함수로부터 유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4.
굽힘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재와, 제1의 측정 굽힘파 신호를 산출할 수 있도록 상기 부재 상에 장착되어 상기 부재의 

굽힘파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 및 상기 센서로부터의 측정 굽힘파 신호로부터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계산하는 프로세

서로 구성되는 접촉 민감성 장치로서,

상기 부재의 표면은 융기 패턴을 포함하며, 그에 따라 상기 표면을 가로질러 이루어진 접촉은 상기 부재에 가변력을 

제공하여 상기 부재에 굽힘파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주기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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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턴은, 파동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공간 분포되어 있는 준주기적인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

치.

청구항 47.
제 40항 내지 제 4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패턴의 주기성을 아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임펄스 사이의 간격은 접촉이 상기 패턴의 

인접 특징부로 이동한 시간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의해서 접촉 위치를 산출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8.
제 1항 내지 제 22항 및 제 40항 내지 제 4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굽힘파 진동을 갖는 순수 수동 센서이며, 그래서 상기 측정 굽힘파 신호는 상기 접촉의 초기 충격 

또는 마찰 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49.
제 1항 내지 제 22항 또는 제 40항 내지 제 4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이미팅 트랜스듀서를 포함하는 능동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50.
제 48항 또는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이중의 능동 및 수동 센서이며, 상기 장치에 접촉이 가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능동 감지 모드와 수동 

감지 모드 사이에서 전환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어떠한 접촉도 탐지되지 않았을 때의 수동 감지 모드에서의 휴지 상태와, 접촉이 가해졌을 때 능동 감지

모드로의 전환, 및 접촉이 제거되고 난 후 또 다른 접촉의 탐지를 대기하기 위한 수동 감지 모드로의 복귀 사이에서 

순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촉 민감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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