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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하 공유를 이용한 터치 센싱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전하 공유를 이용한 터치 센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터치 센싱 장치에서는 터치를 감지하기 위한

터치 패드를 이용하고,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는 상기 터치 패드에 터치 시 형성된 커패시터가 상기 터치 패드의 좌측을

통하여 소정 커패시터와 전하 공유되도록 하여 제1 출력 신호를 생성하고,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는 상기 터치 패드에 터

치 시 형성된 커패시터가 상기 터치 패드의 우측을 통하여 소정 커패시터와 전하 공유되도록 하여 제2 출력 신호를 생성한

다. 상기 터치 패드의 두 단자 사이에는 사용자가 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제1 출력 신호와 상기 제2 출력 신호를 기반으로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대응되는 디지털 값이 생성되

도록 하여 온/오프 스위치, 터치 스크린 등이 구현되도록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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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센서, 전하, 공유, 커패시터, 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터치 감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터치 센싱 장치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의 터치 센싱 장치의 구체적인 회로도이다.

도 4는 도 3의 좌측 스위치들의 개폐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5는 도 3의 우측 스위치들의 개폐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6은 도 3의 회로에 터치가 발생된 부분을 간략하게 모델링한 회로도이다.

도 7은 도 6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 8은 도 3의 터치 센싱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터치 센싱 장치의 출력 전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터치 센싱 장치

210: 터치 패드

230: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

240: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

250: 비교회로

260: 센싱부

270: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하 공유를 이용한 터치 센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

된 커패시터가 상기 터치 패드의 양단에 연결된 커패시터들과 전하를 공유시킬 때의 방전 시간의 비가 상기 터치된 위치로

부터 상기 터치 패드의 양단 까지의 저항들의 비와 같아지는 지점을 터치 위치로 판단하는 터치 센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 통신 단말기와 같은 일반 전자 제품에서부터 산업용 로봇과 같은 기업용 생산 설비

장치까지 다양한 전기전자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전기전자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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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특히 휴대폰, PDA, DMB 폰과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또는 컴퓨터 등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따라

서, 사용자는 다양한 키 버튼을 누름으로써 일정 기능을 선택하거나 설정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 작성, 워드프로세싱,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 감상 등 다양한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통신 단말 장치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전자 장치의 사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전기전자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스위치에 압력을 가해 작동시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는 사용자의 손에 쉽게 피로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스위치가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터치 센싱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도 1은 종래 터치 감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기존의 터치 감지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적외선 흐름을 방해하여 터치 동작을 인식하는 방식

(110, 적외선 방식이라 약칭), 압력에 다른 저항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120, 압력 방식이라 약칭), 신체 일부의 접촉에 따

른 커패시턴스의 변화에 따라 터치 동작을 인식하는 방식(130, 전도 방식이라 약칭)이 있다.

여기서, 상기 터치 센싱 장치란 기본적으로 손에 의한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로서 그 예로 엘리베이터의 상승/하강 스위치,

터치 스크린, 및 이동 통신 단말기의 키패드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상기 적외선 방식(110)의 터치 센싱 장치는 한쪽에서 적외선을 조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적외선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서 상기 적외선의 흐름이 방해를 받은 경우에 터치된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다른 방식

의 스위치에 비해 고가이며 고장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압력 방식(120)의 터치 센싱 장치는 압력에 의한 저항의 변화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사람의 손을 터

치 센싱 장치에 접촉하는 경우 압력의 인가가 동반되는데 이 경우 압력에 의한 센서부의 저항변화가 생김으로 이러한 변화

를 감지, 손가락의 접촉을 인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내부 하드웨어에서 사용자의 인체 접촉이 인식될 때까지 사용자가

스위치를 눌러야 스위치의 입력이 감지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다한 압력으로 인하여 스위치의 기능이 빨리 손상될 수 있

으며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여 스위치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내부 하드웨어에 습기가 침투하여 제품의 수

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전도 방식(130)의 터치 센싱 장치는 인체가 7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이러한 수분은 매우 많은 이온들을 함

유하고 있으므로 전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손이 전극면에 접근 시 생성되는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이용하여 접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터치 센싱 장치에서 사용자의 접촉을 터치 신호로

판단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ADC(Analog Digital Converter)를 사용한다. 이 ADC가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터치 센싱 장치의 크기가 그에 대응하여 커지고 설계하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도 심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수의 스위치를 사용하는 장치에 터치 센싱 기술을 적용시킬 경우 각 스위치에 대

응하여 터치 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적은 면적에서 터치

센서의 구현을 위하여, 터치 패드에 터치 시 형성된 커패시턴스를 터치 패드의 양단에 연결되는 기준 샘플링 커패시턴스와

전하 공유시킬 때의 방전 시간의 비가 터치 위치에서 좌우로 구분된 터치 패드의 저항 비와 일치하는 곳을 터치된 지점으

로 판단하는 터치 센싱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터치 센싱 장치에서 터치에 의해 구분된 터치 패드의 양단까지의 저항 비가 각 저항을 통하여 터치

에 의해 형성된 커패시턴스를 기준 샘플링 커패시턴스와 전하 공유시킬 때의 방전 시간 비가 같아지는 지점을 터치 위치로

판단하는 터치 센싱 장치의 작동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터치 센싱 장치는, 제

1 단자와 제2 단자 사이에서 일정 저항을 가지고, 터치된 위치에서 일정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터

치 패드; 커패시터에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고, 상기 터치 패드의 상기 제1 단자와 연결시켜서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상기

터치된 위치까지 상기 터치 패드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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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키고 상기 커패시터의 전압 변화를 제1 출력하는 제1 전하 공유 스위칭

부; 다른 커패시터에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고, 상기 터치 패드의 상기 제2 단자와 연결시켜서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상기

터치된 위치까지 상기 터치 패드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다른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키고 상기 다른 커패시터의 전압 변화를 제2 출력하는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 및 상기 제1 출력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제1 비교 출력을 생성하고 상기 제2 출력과 상기 기준 전압을 비

교하여 제2 비교 출력을 생성하는 비교회로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터치 센싱 방법은 제1 단자와 제2 단자 사이에서 일정

저항을 가지고, 터치된 위치에서 일정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하나의 터치 패드를 이용하여 터치를

센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 패드에 터치하는 단계; 제1 커패시터에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1 커

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제1 단자를 연결시켜서 상기 제1 단자로부터 터치된 위치까지 터치 패드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제1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커패

시터에서의 전압 변화를 제1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1 출력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제1 비교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제2

커패시터에 상기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2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제2 단자를 연결시켜서 상기 제

2 단자로부터 터치된 위치까지 터치 패드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제2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

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키는 단계; 상기 제2 커패시터의 전압 변화를 제2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2 출력과

상기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제2 비교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 도면들 및 첨부 도면들에 기재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

명이 실시예들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터치 센싱 장치(200)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기 터치 센싱 장치(200)는 터치 패드(210),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제2 전하 공유 스위

칭부(240), 및 비교회로(250)로 구성된 센싱부(260) 및 제어부(270)를 포함한다.

상기 터치 패드(210)는 두 개의 단자들(제1 단자 및 제2 단자)을 가지고 있고, 상기 제1 단자(예를 들어, 좌측단자) 및 상기

제2 단자(예를 들어, 우측단자) 사이에서 일정 저항을 가진다. 상기 터치 패드(210)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되는

전기전자 장치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저항값(resistance)을 가지도록 적절한 크기로 설계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터치 패드(210)는 인체의 일부(손가락 등)가 터치 또는 근접하게 접근될 때 그 위치(이하 '터치되는 위치'라 함)

에서 일정 커패시턴스를 가지는 커패시터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상기 터치 패드(210)는 일정 도전성을 가지는 재료로 만들

어질 수 있고, 신체 등의 터치에 의하여 해당 터치위치에서 신체와의 사이에 일정 커패시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터치 패드(210)는 상기 터치에 의한 상기 커패시턴스 변화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터치된 것으로 판단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접촉되는 될 때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기 터치 센싱 장치

(200)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는 소정 커패시터(도 3의 321)에 일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고, 상기 터치 패드(210)의 상

기 제1 단자와 연결시켜서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상기 터치된 위치까지 상기 터치 패드(210)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커패시터(321)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

키고 상기 커패시터(321)의 전압 변화를 출력한다(제1 출력). 따라서,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는 커패시터, 상

기 커패시터에 전압을 제공하기 위한 전압원, 및 전류를 통과/차단시키기 위한 각종 스위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는 다른 커패시터(도 3의 322)에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고, 상기 터치 패드(210)의 상

기 제2 단자와 연결시켜서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상기 터치된 위치까지 상기 터치 패드(210)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다른 커패시터(322)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

유시키고 상기 다른 커패시터(322)의 전압 변화를 출력한다(제2 출력). 또한,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는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고 각 스위칭부들(230, 240)에서 측정된 전압이 상기 비교회

로(250)에서 비교된다.

상기 비교회로(250)는 상기 제1 출력(VM1)과 기준 전압(VREF)을 비교하여 제1 비교 출력을 생성하고 상기 제2 출력

(VM1)과 상기 기준 전압(VREF)을 비교하여 제2 비교 출력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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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어부(270)는 상기 제1 비교 출력과 상기 제2 비교 출력의 논리 상태 변경 시점들을 기반(시간차 기반)으로 상

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대응되는 디지털 값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터치 패드(210)가 터치될 때

마다 디지털 값이 00, 01, 10, 11 등의 디지털 값이 생성될 수 있다. 상기 제어부(270)는 상기 터치 센싱 장치(200)의 각 구

성 요소들의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MCU(Micro Contriller Unit)일 수 있고, 특히,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 및 상기 비교회로(250)에 포함되는 스위치들(도 3의 301 ~ 304, 311 ~ 314)을 턴

온/오프시키기 위한 스위치 제어 신호들(PH1_L, PH2_L PH3_L PH4_L, PH1_R PH2_R PH3_R PH4_R)을 생성하고, 상

기 비교회로(250)의 출력을 이용하여 상기 터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엘리베이터의

상승/하강을 위한 온/오프 스위치, 컴퓨터 키보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키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 등과 같은 다수의 제어 스

위치들을 포함하는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터치 센싱 장치(200)의 보다 상세한 동작은 이하 도 3 내지 도 5를 참고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도 3은 도 2의 터치 센싱 장치(200)의 구체적인 회로도이다.

도 3에서, 상기 터치 센싱 장치(200)는 터치 패드(210),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 비

교회로(250), 및 제어부(270)를 포함한다.

상기 터치 패드(210)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도전율(conductivity)을 갖는 단일 전도성 패드가 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상기 터치 패드(210)의 일정 위치에 신체의 일부 등이 터치될 때, 상기 터치된 위치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좌

측 임의의 위치(제1 단자)까지의 저항값 및 터치된 위치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우측 임의의 위치(제2 단자)까지의 저항

값이 이용된다.

즉, 상기 터치 패드(210)는 특정 위치가 터치되면 해당 위치에서 일정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를 형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상기 터치 패드(210)에 신체의 일부를 접촉시키면 접촉된 위치의 해당 커패시턴스를 중심

으로 상기 터치 패드(210)의 저항이 좌/우로 분리될 수 있다.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는 좌측 제1 스위치(301), 좌측 제2 스위치(302), 좌측 제3 스위치(303), 및 제1 커패시

터(321)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좌측 제1 스위치(301)는 상기 터치 패드(210)의 제1 단자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좌측 제2 스위치(302)는 소

정 전압(VDD)을 받는 노드와 제1 출력(VM1)의 노드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는 상기 제1 출력

(VM1)의 노드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제1 단자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제1 커패시터(321)는 상기 제1 출력(VM1)의 노

드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도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와 동일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우

측 제1 스위치(311), 우측 제2 스위치(312), 우측 제3 스위치(313), 및 제2 커패시터(322)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우측 제1 스위치(311)는 상기 터치 패드(210)의 제2 단자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우측 제2 스위치(312)는 상

기 소정 전압(VDD)을 받는 노드와 상기 제2 출력(VM2)의 노드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우측 제3 스위치(313)는 상기 제2

출력(VM2)의 노드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제2 단자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제2 커패시터(322)는 상기 제2 출력(VM2)

의 노드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비교회로(250)는 제4 스위치(304), 제5 스위치(314), 및 비교기(340)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4 스위치(304)는 상

기 제1 출력(VM1)의 노드와 제1 노드(ND1)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우측 제4 스위치(314)는 상기 제2 출력(VM2)의 노드

와 상기 제1 노드(ND1)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비교기(340)는 상기 제1 노드(ND1)와 상기 기준 전압(VREF)을 받는 노드

에 두 입력 단자가 연결된다. 또한, 상기 비교기(340)는 순차적으로 상기 제4 스위치(304)로부터 제1 출력(VM1)과 상기

기준 전압(VREF)을 비교하여 제1 비교 출력을 생성하고 상기 제5 스위치(314)로부터 상기 제2 출력(VM2)과 상기 기준

전압(VREF)을 비교하여 제2 비교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제어부(270)는 상기 비교회로(250)로부터의 상기 제1 비교 출력과 상기 제2 비교 출력을 기반으로 상기

터치 패드(210)상에서 터치된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도 4는 도 3의 좌측 스위치들(301 ~ 304)의 개폐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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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기 제어부(270)는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 및

상기 비교회로(250)에 포함되는 스위치들(도 3의 301 ~ 304, 311 ~ 314)을 턴 온/오프시키기 위한 스위치 제어 신호들

(PH1_L, PH2_L PH3_L PH4_L, PH1_R PH2_R PH3_R PH4_R)을 생성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

칭부(230)의 동작에 따른 전압을 먼저 측정하고 난 다음에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의 동작에 따른 전압이 측정

되는 것으로 기술하지만, 각 스위칭부들(230, 240)의 측정 순서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되는 전기전자 장치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가 먼저 전압 측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먼저, 상기 터치 패드(210)에 연결된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에서 측정을 위하여,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

(240)를 개방한다. 도 4에서, 먼저, 상기 좌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L) 및 상기 좌측 제3 스위치 제어 신호(PH3_L)

는 하이 논리 상태에 있고 그 밖에 스위치 제어 신호들은 로우 논리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좌측 제1 스위치(301) 및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는 턴 온되고, 상기 제1 커패시터(321)는 리셋 된다.

다음에, 상기 좌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L) 및 상기 좌측 제2 스위치 제어 신호(PH2_L)가 하이 논리 상태로 되고,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는 턴 오프시킴에 따라 상기 좌측 제2 스위치(302)의 한 쪽 단자에 연결된 전압(VDD)이 상기

제1 커패시터(321)에 저장된다.

그 다음에, 상기 좌측 제3 스위치 제어 신호(PH3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 및 상기 좌측 제4 스위치 제어 신

호(PH4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4 스위치(304)가 턴 온된다. 또한, 상기 좌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1 스위치(301) 및 상기 좌측 제2 스위치 제어 신호(PH2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2 스위치(302)는 턴 오프된다. 이

에 따라, 상기 제1 커패시터(321)에 저장된 전압이 상기 터치 패드(210)의 좌측을 통하여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와 전하를 공유하고, 이때 상기 제1 커패시터(321)의 전압 변화를 나타내는 제

1 출력(VM1)이 상기 비교기(340)로 출력된다. 이때, 상기 비교기(340)는 상기 제1 출력(VM1)과 기준 전압(VREF)을 비

교하여 제1 비교 출력을 상기 제어부(270)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부(270)는 상기 제1 비교 출력을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의 동작에 의한 상기 비교기(340)로

부터의 제2 비교 출력과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 제1 비교 출력을 상기 제어부(270)에 포함된 소정 메모리 등에 일시 저장할

수 있다.

도 5는 도 3의 우측 스위치들(311 ~ 314)의 개폐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상기 도 5의 제어 신호들

(PH1_R ~ PH4_R)은 상기 도 4의 제어 신호들(PH1_L ~ PH4_L)에 이어서 나타난다. 상기 우측 스위치들(311 ~ 314)도

상기 좌측 스위치들(301 ~ 304)과 유사하게 동작한다.

먼저, 상기 우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R) 및 상기 우측 제3 스위치 제어 신호(PH3_R)는 하이 논리 상태에 있고 그

밖에 스위치 제어 신호들은 로우 논리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우측 제1 스위치(311) 및 상기 우측 제3 스위치(313)

는 턴 온되고, 상기 제2 커패시터(322)는 리셋 된다.

다음에, 상기 우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R) 및 상기 우측 제2 스위치 제어 신호(PH2_R)가 하이 논리 상태로되고, 상

기 좌측 제3 스위치(303)는 턴 오프시킴에 따라 상기 우측 제2 스위치(312)의 한 쪽 단자에 연결된 VDD에 의해 해당 전압

이 상기 제2 커패시터(322)에 저장된다.

그 다음에, 상기 우측 제3 스위치 제어 신호(PH3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3 스위치(313) 및 상기 우측 제4 스위치 제어 신

호(PH4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4 스위치(314)가 턴 온된다. 또한, 상기 우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1 스위치(311) 및 상기 우측 제2 스위치 제어 신호(PH2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2 스위치(312)는 턴 오프된다. 이

에 따라, 상기 제2 커패시터(322)에 저장된 전압이 상기 터치 패드(210)의 우측을 통하여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와 전하를 공유하고, 이때 상기 제2 커패시터(322)의 전압 변화를 나타내는 제

2 출력(VM2)이 상기 비교기(340)로 출력된다. 이때, 상기 비교기(340)는 상기 제2 출력(VM2)과 상기 기준 전압(VREF)

을 비교하여 제2 비교 출력을 상기 제어부(270)로 출력한다.

이와 같이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의 동작에 따른 상기 비교 회로(250)로부터의 제1 비교 출력과 상기 제2 전

하 공유 스위칭부(240)의 동작에 따른 상기 비교 회로(250)로부터의 제2 비교 출력이 얻어지면, 상기 제어부(270)는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및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에서 각각 전하 공유에 따른 방전 시간을 체크함으로

써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 위치 및 터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터치 위치는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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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에서 전하 공유 시에 해당 방전 시간의 비가 상기 터치에 의해 형성된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 좌우측의 저항 값의 비와 같아지는 지점이 된다. 여기서, 방전 시간은 발진기(350)에서 출력되는 소정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비교 출력과 상기 제2 비교 출력의 논리 상태가 변경되는 타이밍을 카운트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즉, 상기 제어부(270)은 상기 제1 비교 출력으로부터 상기 소정 전압(VDD)이 저장된 상기 제1 커패시터(321)와 상기 터

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의 전하를 공유시키킬 때의 제1 방전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제2 비교 출력으로부터 상기 소정 전압(VDD)이 저장된 상기 제2 커패시터(322)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

치에 형성된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의 전하를 공유시킬 때의 제2 방전 시간을 계산하여, 상기 제1 방전 시간과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비율을 기반으로 상기 터치된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정밀하게 상기 터치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제어부(270)는 상기 제1 방전 시간 및 상기 제2 방전 시간

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평균을 내어 측정된 두 시간의 비율을 구할 수 있으며 상기 시간의 비와 상기 저항의 비가 일치하

는 곳을 상기 터치 위치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1 방전 시간 및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측정 및 상호 시간 비율의 계산은

상기 제어부(270)에서 처리되며 이것을 포함한 하나의 칩으로 구현 가능하다.

또한, 상기 제어 신호들(PH1_L ~ PH4_L, PH1_R ~ PH4_R) 중 한 제어 신호는 다른 제어 신호가 논리 하이 상태로 변경

되는 시점과 일정 시간 차이를 두고 논리 로우 상태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좌측 제2 스위치 제어 신호(PH2_L)

가 논리 로우 상태로 변경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상기 좌측 제3 스위치 제어 신호(PH3_L)가 논리 하이 상태로

변경될 수 있다.

도 6은 도 3의 회로에 터치가 발생된 부분을 간략하게 모델링한 회로도이다.

도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기 터치 센싱 장치(200)의 상기 터치 패드(210)에 사용자의 손이 터치된 지점에서 한 커패시

터(323)가 형성됨을 고려한 회로를 나타낸다. 여기서, 일정 위치에 손이 터치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상기 터치 패드

(210)는 좌우측 두 개의 저항으로 나뉘어져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손이 터치된 곳에는 상기 터치 패드(210)에서 커패시

턴스 Cf를 가지는 커패시터(323)가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면, 상기 터치 패드(210)의 전체 저항이 10Ω이라고 할 때, V2가 인가된 노드를 중심으로 한쪽 저항은 2Ω, 다른 쪽

저항은 8Ω으로 나뉠 수 있다. 이때 터치가 상기 터치 패드(210)의 다른 위치에서 발생한다면 6Ω 대 4Ω, 4.5Ω 대 5.5Ω 등

다양한 값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 6에서, V1은 외부의 샘플링 커패시턴스인 상기 제1 커패시터(321)와 연결된 노드의 전압을 나타내고, 이 전압은 상기

좌측 제2 스위치(302) 및 상기 좌측 제1 스위치(301)가 턴 온되고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가 턴 오프될 때 VDD 전압

을 나타낸다. 이때, 상기 우측 스위치들(311 ~ 314)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모두 오프), 상기 터치 패드(210)의 우측 전

극 단자는 플로팅(floating) 상태로 오픈(open)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로부터의 영향은

없게 된다.

도 7은 도 6의 회로 해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기 터치 패드(210)의 저항은 상기 V2 노드를 중심으로 제1 저항(211) 및 제2 저항(212)로 구

분하여 도 7과 같은 회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1 커패시터(321) 및 상기 터치 패드(210)에 형성된 커패시터(323)는 접지되어 있고, 상기 제1 저항 R1

(211), 상기 제1 커패시터(321), 및 상기 커패시터(323)를 포함한 루프(loop)가 형성될 수 있고 이 루프에서 흐르는 전류

(i1)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상기 루프 전류(i1)에 대응되는 I1, V1 노드의 전압 V1, 및 V2 노드의 전압 V2에 대한 관계는 [수학식 1]과 같다. 이

하, C1은 도 3의 제1 커패시터(321)의 커패시턴스 값이고, C2는 도 3의 제2 커패시터(322)의 커패시턴스 값이며, C1=C2

라 가정한다. 또한,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323)의 커패시터스 값은 Cf라 가정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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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수학식 1]을 이용하여 V1 및 V2는 [수학식 2]와 같이 시간에 대한 미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

다시 [수학식 2]는 [수학식 3]과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

[수학식 3]을 단순화 하기 위해서 [수학식 4]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치환하면 [수학식 5]와 같이 정리된다.

[수학식 4]

,

[수학식 5]

[수학식 5]로부터 [수학식 6]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수학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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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에서 d/dt=D로 치환하여 [수학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7]

[수학식 7]로부터 V2를 [수학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8]

다시 [수학식 8]을 D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D2+(α+β)D=0 가 된다. 따라서, D=0 혹은 D=-(α+β)로 주어진다.

t=0 일 때 V1=VDD V2=0임을 이용하여 [수학식 8]의 방정식을 풀면, 결국 [수학식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학식 9]

여기서, [수학식 9]의 α1, α2, β1, β2는 [수학식 10]과 같은 시정수(time constant) 값을 가진다.

[수학식 10]

, , ,

또한, [수학식 9]로부터 [수학식 11]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부터 [수학식 12]를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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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2]

앞서 기술한 것처럼 C1=C2이므로 [수학식 12]로부터 [수학식 13]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3]

[수학식 13]에서, t1은 상기 제1 커패시터(321)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의 전하를 공유시키킬 때의 제1 방전 시간에 대응될 수 있고, t2는 상기 제2 커패시터(322)와 상기 터치 패드(210)의 터

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도 6 및 도 7의 Cf)의 전하를 공유시킬 때의 제2 방전 시간에 대응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

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상기 제1 방전 시간과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비율과 상기 저항들 R1, R2의 저항비가 일치하는 곳

을 터치 지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터치 패드(210)에 형성된 두 단자를 통하여 전하 공유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 터치 센서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DC/DAC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날로그 출력을 디지털 출력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전력소

모를 줄일 수 있고, 칩 면적 축소로 인한 전체 센서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하, 도 8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도 3의 터치 센싱 장치(200)의 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및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에서의 전하 공유 동작에 의한 제1 커패시터(321)의

제1 출력(VM1) 및 제2 커패시터(322)의 제2 출력(VM2)으로부터 각각의 방전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정 발진 주파수

를 가지는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발진기(350)가 동작하여 상기 제어부(270)에 제공한다. 상기 발진기(350)가 턴 온되면

(S801) 상기 발진기(350)의 발진 주파수가 안정화되기까지 일정 지연 시간이 생길 수 있다(S802). 본 발명의 기술이 적용

되는 전기전자 장치의 환경에 따라 상기 지연 시간의 길이는 변경될 수 있다.

다음에 측정 동작을 시작한다. 상기 측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두 곳에서 순차적으로 측정되는데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및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 각각에서 측정을 시작한다(S803).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터

치 패드(210)를 중심으로 좌측 및 우측에 전하 공유 스위칭부들(230, 240)이 위치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스위칭부들(230,

240)의 측정 순서는 전기전자 장치의 환경 및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의 전하 공유 동작에 따라 제1 출력(VM1)의 전압 변화를 측정한다(S804).

상기 제어부(270)의 스위치 제어 신호들에 따라, 먼저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를 개방하고, 상기 좌측 제1 스위

치(301) 및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는 턴 온시켜 상기 제1 커패시터(321)를 접지 상태로 리셋 시킨다. 다음에, 상기 제

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의 측정 동작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기 스위치 제어 신호들(PH1_L, PH2_L, PH3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2 스위치(302)만 턴 온되고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는 턴 오프된다. 이에 따라, 상기 좌측 제2 스위치

(302)의 한 쪽 단자에 연결된 전압(VDD)이 상기 제1 커패시터(321)에 저장된다. 그 다음에, 상기 좌측 제3 스위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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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PH3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3 스위치(303) 및 상기 좌측 제4 스위치 제어 신호(PH4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4 스위

치(304)가 턴 온된다. 또한, 상기 좌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1 스위치(301) 및 상기 좌측 제2

스위치 제어 신호(PH2_L)에 의해 상기 좌측 제2 스위치(302)는 턴 오프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1 커패시터(321)에 연결된 제1 출력(VM1)이 상기 비교기(340)의 한 단자에 인가되어 기준 전압

(VREF)과 비교된다. 상기 제1 출력(VM1)은 상기 제1 커패시터(321)에 연결된 터치 패드(210)의 좌측 저항 성분(R1)에

의하여, 예를 들어, 도 9의 901과 같이, 그 전압이 점점 작아진다. 이때, 상기 비교기(340)는 상기 제1 출력(VM1)이 기준

전압(VREF), 예를 들어 2.3 볼트와 같아지는 위치에서 논리 상태가 변동되는 제1 비교 출력을 생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어부(270)는 발진기(350)에서 출력되는 소정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일정 위치로부터 상기 제1 비교 출력의 논리

상태가 변경되는 타이밍을 카운트함으로써 제1 방전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에 의한 측정을 마치면,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의 전하 공유 동작에

따라 제2 출력(VM2)의 전압 변화를 측정한다(S805).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에 의한 측정 동작은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에 의한 측정 동작과 유사하다.

즉, 상기 제2 커패시터(322)를 접지 상태로 리셋 시킨 후, 상기 스위치 제어 신호들(PH1_R, PH2_R, PH3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2 스위치(312)만을 턴 온시킨 상태에서 상기 우측 제3 스위치(313)는 턴 오프된다. 이에 따라, 상기 우측 제2 스위

치(312)의 한 쪽 단자에 연결된 전압(VDD)이 상기 제2 커패시터(322)에 저장된다. 다음에, 상기 우측 제3 스위치 제어 신

호(PH3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3 스위치(313) 및 상기 우측 제4 스위치 제어 신호(PH4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4 스위치

(314)가 턴 온된다. 또한, 상기 우측 제1 스위치 제어 신호(PH1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1 스위치(311) 및 상기 우측 제2

스위치 제어 신호(PH2_R)에 의해 상기 우측 제2 스위치(312)는 턴 오프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2 커패시터(322)에 연결된 제2 출력(VM2)이 상기 비교기(340)의 한 단자에 인가되어 기준 전압

(VREF)과 비교된다. 상기 제2 출력(VM2)은 상기 제1 커패시터(322)에 연결된 터치 패드(210)의 우측 저항 성분(R2)에

의하여, 예를 들어, 도 9의 902와 같이, 그 전압이 점점 작아진다. 이때, 상기 비교기(340)는 상기 제2 출력(VM2)이 기준

전압(VREF), 예를 들어 2.3 볼트와 같아지는 위치에서 논리 상태가 변동되는 제2 비교 출력을 생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어부(270)는 발진기(350)에서 출력되는 소정 클럭 신호를 이용하여 일정 위치로부터 상기 제2 비교 출력의 논리

상태가 변경되는 타이밍을 카운트함으로써 제2 방전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230) 및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240)의 동작에 따라 상기 제1 방전 시간과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측정이 끝나면 측정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터치 유무를 판단하고 터치된 위치의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

(S806). 만약, 상기 제1 방전 시간 및 상기 제2 방전 시간이 측정되지 않거나 그 값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또는 그 비율

이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우에 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발진기(350)의 작동을 일시 정지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S807).

상기 제어부(270)는 상기 제1 방전 시간 및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비율이 오차 범위 이내에 존재한다면 터치 위치를 감지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1 방전 시간 및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비율은 [수학식 12]와 같이 상기 제1 저항 R1(211) 및

상기 제2 저항 R2(212)의 비와 동일하게 되므로, 그 비율에 따라 해당 터치 위치가 판단될 수 있다. 즉, 터치 패드(210)의

터치된 위치에 따라 상기 제1 방전 시간 및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비율이 달라지고, 상기 제어부(270)는 그 비율에 따라 터

치 패드(210)의 해당 터치된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해당 디지털값을 부여한다. 상기 터치 패드(210)의 두 단자 사이

에는 사용자가 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상승/하강을 위

한 온/오프 스위치, 컴퓨터 키보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키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 등의 구현에 이용될 때, 해당 패드의 이름

에 맞는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키 이름에 맞는 해당 문자나 숫자 등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터치 센싱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

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

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

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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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

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소자 등과 같은 특정 사항들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이

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

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

범위와 균등하거나 등가적 변형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터치 센싱 장치에서는, 터치 센싱 장치에 하나의 터치 패드를 구비하고 터치 위치로부터

터치 패드의 양단 간 까지의 저항비가 상기 터치 패드의 양단에서 터치에 의해 형성된 해당 커패시턴스와 전하 공유시킬

때의 방전 시간비와 같아지는 지점을 터치 위치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터치 패드가 없어도 온/오프 스위치 또는

터치 스크린 등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ADC/DAC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현 가능하므로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칩 면적 축소로 인한 전체 센서의 부피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단자와 제2 단자 사이에서 일정 저항을 가지고, 터치된 위치에서 일정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터치 패드;

커패시터에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고, 상기 터치 패드의 상기 제1 단자와 연결시켜서 상기 제1 단자로부터 상기 터치된

위치까지 상기 터치 패드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커패시터의 전하를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와 공유시키고 상기 커패시터의 전압 변화를 제1 출력하는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

다른 커패시터에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고, 상기 터치 패드의 상기 제2 단자와 연결시켜서 상기 제2 단자로부터 상기 터

치된 위치까지 상기 터치 패드에서 나타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다른 커패시터의 전하를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와 전하를 공유시키고 상기 다른 커패시터의 전압 변화를 제2 출력하는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 및

상기 제1 출력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제1 비교 출력을 생성하고 상기 제2 출력과 상기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제2 비교

출력을 생성하는 비교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교 출력과 상기 제2 비교 출력의 논리 상태 변경 시점들을 기반으로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대응되는

디지털 값이 생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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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하 공유 스위칭부는,

상기 터치 패드의 제1 단자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 제1 스위치;

상기 소정 전압을 받는 노드와 상기 제1 출력의 노드 사이에 연결된 제2 스위치;

상기 제1 출력의 노드와 상기 터치 패드의 제1 단자 사이에 연결된 제3 스위치; 및

상기 제1 출력의 노드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 커패시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하 공유 스위칭부는,

상기 터치 패드의 제2 단자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 제1 스위치;

상기 소정 전압을 받는 노드와 상기 제2 출력의 노드 사이에 연결된 제2 스위치;

상기 제2 출력의 노드와 상기 터치 패드의 제2 단자 사이에 연결된 제3 스위치;

상기 제2 출력의 노드와 접지 사이에 연결된 커패시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회로는,

상기 제1 출력의 노드와 제1 노드 사이에 연결된 제1 스위치;

상기 제2 출력의 노드와 상기 제1 노드 사이에 연결된 제2 스위치; 및

상기 제1 노드와 상기 기준 전압을 받는 노드에 두 입력 단자가 연결되고, 상기 제1 스위치 및 상기 제2 스위치의 순차적인

턴 온에 따라 상기 비교 출력들을 출력하는 비교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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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비교 출력으로부터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

의 전하를 공유시키킬 때의 제1 방전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제2 비교 출력으로부터 상기 소정 전압이 저장된 상기 다른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상기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킬 때의 제2 방전 시간을 계산하여,

상기 제1 방전 시간과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비율을 기반으로 상기 터치된 위치를 판단하는 제어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방전 시간 및 상기 제2 방전 시간을 적어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각각의 평균을 기반으로 상기 터치된

위치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치 센서는 온/오프 스위치 또는 터치 스크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서.

청구항 9.

제1 단자와 제2 단자 사이에서 일정 저항을 가지고, 터치된 위치에서 일정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는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터치 패드를 이용하여 터치를 센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치 패드에 터치하는 단계;

제1 커패시터에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1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제1 단자를 연결시켜서 상기 제1 단자로부터 터치된 위치까지 터치 패드에서 나타

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제1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키는 단계;

상기 제1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변화를 제1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1 출력과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제1 비교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제2 커패시터에 상기 소정 전압을 일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2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제2 단자를 연결시켜서 상기 제2 단자로부터 터치된 위치까지 터치 패드에서 나타

내는 저항을 통하여 상기 제2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키는 단계;

상기 제2 커패시터의 전압 변화를 제2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2 출력과 상기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제2 비교 출력을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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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교 출력으로부터 상기 제1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시키킬

때의 제1 방전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제2 비교 출력으로부터 상기 제2 커패시터와 상기 터치 패드의 터치된 위치에 형성된 상기 커패시터의 전하를 공유

시킬 때의 제2 방전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방전 시간과 상기 제2 방전 시간의 비율을 기반으로 상기 터치된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 센싱 방법.

청구항 11.

제9항 및 제10항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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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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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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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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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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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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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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