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3/03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2월15일

10-0682901

2007년02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4-0094209 (65) 공개번호 10-2006-0053769

(22) 출원일자 2004년11월17일 (43) 공개일자 2006년05월22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1월17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김윤상

경기 용인시 풍덕천1동 삼성1차아파트 105동 1101호

소병석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 쌍용아파트 248동 904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7306634 A

US20030184574 A1

JP2003288158 A

US6586859 B2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정호

전체 청구항 수 : 총 16 항

(54)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는, 사

용자의 터치패널에의 손가락의 접촉을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출력하는 센싱부;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영상정보로

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신호를 생성하는 패턴생성부; 상기 센싱부로부터의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이

동시키고, 상기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변형시키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의 제어하에 전기적으로

활성되어 이동하거나 변형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기 위한 전기활성폴리머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폴리머가 삽입된 화상표시장치의 터치패널에서 폴리머를 이동, 변형시킴으로

써, 포스피드백 및 택틸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물체의 접촉감 및 표면의 재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터

치패널상에 표시되는 메뉴, 아이콘 등의 영상에 햅틱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작을 훨씬 용이하게 하고 입력시 오

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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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패널에 대한 사용자 손가락의 접촉을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출력하는 센싱부;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영상정보로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신호를 생성하는 패턴생성부;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전기활성폴리머를 이동시키고, 상기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변형시키는

제어부; 및

상기 터치패널의 일부에 삽입되며, 상기 사용자에게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제어부의 제어하에

전기적으로 활성되어 이동하거나 변형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

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는 단일 전기활성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센싱신호중 접촉점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단일 전기활성폴리머에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단일 전기활

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이 이루어진 접촉점으로 이동시키는 폴리머이동제어부; 및

상기 패턴생성부로부터의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단일 전기활성폴리머에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단일 전기활

성폴리머를 수축하거나 팽창시키는 폴리머변형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

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는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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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센싱신호중 접촉점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에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복수의 전

기활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이 이루어진 접촉점으로 수평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를 수직으로 이동시

켜 활성상태가 되게 하는 폴리머이동제어부; 및

상기 패턴생성부로부터의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에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복수의 전

기활성폴리머를 수축하거나 팽창시키는 폴리머변형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

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햅틱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

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7.

(a) 사용자의 터치패널에의 손가락의 접촉을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전기활성폴리머를 접촉점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c)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영상정보로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센싱된 접촉점에서의 영상정보가 햅틱정보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상기 센싱된 접촉점에서의 영상정보가 햅틱정

보를 가지면, 상기 단일 전기활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점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 상기 단일 전기활성폴리머에 상기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한 후, 접촉점 및 접촉상태를 센싱하는 단계; 및

(b2) 이전에 센싱한 접촉점의 위치로부터 상기 접촉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상기 제1 구동전압을 다시 인가하여 상기 단일 전기활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점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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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영상정보로부터 상기 접촉점의 위치와 접촉상태에 대응하는 햅틱정보의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생성된 햅틱정보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계산된 힘을 기초하여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d1) 상기 단일 전기활성폴리머에 상기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한 후, 접촉점 및 접촉상태를 센싱하는 단계; 및

(d2) 이전에 센싱한 접촉점의 위치로부터 상기 접촉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상기 (b)단계를 반복하고,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상기 (c)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는 단일 전기활성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는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센싱신호중 접촉점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에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복수의 전

기활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이 이루어진 접촉점으로 수평으로 이동시키고, 상기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를 수직으로 이동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16.

(a) 사용자의 터치패널에의 손가락의 접촉을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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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전기활성폴리머를 접촉점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c)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영상정보로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화상표시장

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화상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햅틱(haptic)이란 물체를 만질 때 사람의 핑거팁(fingertip; 손가락 끝)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감각으로서, 피부가 물체

표면에 닿아서 느끼는 택틸 피드백(tactile feedback)과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이 방해될 때 느껴지는 키너스테틱 포스 피

드백(kinesthetic force feedback)(이하, 포스 피드백 이라 함)의 두 가지 힘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종래, 햅틱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햅틱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사람에게 원격지에 있는 물체의 물리적 특성을 전달하기 위한 텔레오퍼레이션

(teleoperation)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햅틱 인터페이스(haptic interface)는 가상현실 또는 원격작업시스템에

있어서의 양방향 정보의 흐름으로서 운용자의 움직임 또는 위치정보를 가상환경이나 원격작업 대상에 입력하는 기능과 가

상환경 또는 원격작업에서 발생하는 힘이나 촉각정보를 운용자에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 때 운용자는 손이나 손가락

으로 직접 원격에서의 작업 대상물을 느끼고 운동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환경 또는 실제의 원격작업에서 햅틱 인터

페이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물의 특성 즉 표면의 촉감이나 재질의 특성, 모양 등을 햅틱 센스로 양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object)가 필요한데 이를 햅틱 디바이스(haptic device)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햅틱 디바이스는 가상의 물체 또는

원격의 작업 대상 물체를 실제 사람이 만지고 조종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적이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조종할 수 있는 상태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도록, 즉 이상적인 햅틱 인터페이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 또는 원격의 물체를 사람의 손이 직접 느

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응답성으로 동적 특성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햅틱 디바이스 연구의 대부분이 모터에 의

한 기계적 구동과 모터제어를 통하여 포스피드백을 구현하고 있으며, 햅틱 인터페이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실현하고자 하

는 자유도가 높을수록 기계적 링크 등 복잡한 기구적 연결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기계적 연결 메커니즘, 모

터의 사용, 이로 인한 디바이스 무게 증가, 이에 따른 관성문제 등으로 MR(magnetorheological; 자기유변) 유체를 사용한

패시브(passive) 햅틱 디바이스 개발연구 등 디바이스를 경량, 소형화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종래기술에 따르면, 화상표시장치의 디스플레이부 상에 나타나는 버튼, 아이콘 등의 영상정보에 햅틱정보를 더하여 제공

하기 위한 햅틱 피드백장치는, 기구적으로 구속되는 인터페이스부, 및 이 인터페이스부를 구동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

의 구동부(actuator)로 구성되며, 이러한 기구적 구현은 기구적으로 구속되는 구동부를 구성요소가 추가함으로써, 장치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구현상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햅틱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구동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폴리머가 삽입된 화상표시장치의 터치패널에서 폴리머를 이동, 변형시킴으로써,

포스피드백 및 택틸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물체의 접촉감 및 표면의 재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기활성폴리

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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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른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

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는, 사용자의 터치패널에의 손가락의 접촉을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출력하는 센싱부; 상기 센싱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영상정보로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신호를 생성하는 패턴생성부; 상기 센싱부로부터의 센싱신호에 기

초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이동시키고, 상기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변형시키는 제어부; 및 상

기 제어부의 제어하에 전기적으로 활성되어 이동하거나 변형됨으로써, 상기 사용자에게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

기 위한 전기활성폴리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는 단일 전기활성폴리머 또는 복수의 전기

활성폴리머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센싱신호중 접촉점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에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이 이루어진 접촉점으로 이동시키는 폴리머이동제어부; 및 상

기 패턴생성부로부터의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에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수

축하거나 팽창시키는 폴리머변형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장치는, 상기 햅틱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정보를 저장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른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

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은, (a) 사용자의 터치패널에의 손가락의 접촉을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전기활성폴리머를 접촉점으로 이동시키는 단계; (c) 상기 센싱신

호에 기초하여 상기 영상정보로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 및 (d) 상기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변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b)단계는, 센싱된 접촉점에서의

영상정보가 햅틱정보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상기 센싱된 접촉점에서의 영상정보가 햅틱정보를 가지면, 상기 전

기활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점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b)단계는, (b1) 상기 전

기활성폴리머에 상기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한 후, 접촉점 및 접촉상태를 센싱하는 단계; 및 (b2) 이전에 센싱한 접촉점의

위치로부터 상기 접촉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상기 제1 구동전압을

다시 인가하여 상기 전기활성폴리머를 상기 접촉점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c)단계는, 상기 센싱신

호에 기초하여 상기 영상정보로부터 상기 접촉점의 위치와 접촉상태에 대응하는 햅틱정보의 패턴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c)단계는, 상기 생성된 햅틱정보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계산된 힘을 기초하여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d)단계는, (d1) 상기 전기활성폴리머에 상기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한 후, 접촉점 및 접촉상태를 센싱하는 단

계; 및 (d2) 이전에 센싱한 접촉점의 위치로부터 상기 접촉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상기 (b)단계를 반복하고,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상기 (c)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태양에 따른 화상표시장치에서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로 구현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

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의 구성을 개략 블록도로 도시한 것으로서, 제어부(100),

센싱부(130), 전기활성폴리머(electroactive polimer)(이하, 폴리머 라 함)(140), 패턴생성부(150) 및 데이터베이스

(database)(이하, "DB"라 함)(16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어부(100)는 센싱부(130)로부터의 센싱신호에 기초하

여 폴리머(140)를 이동시키고, 영상정보로부터 생성된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폴리머를 변형시키며, 폴리머이동제어부

(110) 및 폴리머변형제어부(120)를 포함한다. 폴리머이동제어부(110)는 상기 센싱신호중 접촉점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폴리머(140)에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폴리머(140)를 접촉이 이루어진 접촉점으로 이동시킨다. 폴리머변형제어부

(120)는 패턴생성부(150)로부터의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폴리머(140)에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폴리머(140)를 수축하

거나 팽창시킨다.

상기 센싱부(130)는 사용자의 터치패널에의 손가락의 접촉을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상기 패턴생성부(150)는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영상정보로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을 생성하여 패턴신호를 상기 제어부

(100)로 출력한다. 도 1에서는, 패턴생성부(150)를 제어부(100)와는 독립적인 구성요소로 도시하였지만, 제어부(100)와

함께 원칩(one chip)화 할 수 있다.

상기 폴리머(140)는 제어부(100)의 제어하에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이동하거나 변형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동전압(또는 구동전류)에 의해 활성화되면 물리적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변형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폴리머(140)는 겔(gel), 이온성(ionic) 폴리머, 전도성(conducting) 폴리머, 일렉트로리스트릭티

브(electrorestrictive) 폴리머중 어느하나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폴리머가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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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140)는 단일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할 수 있다. 단일

전기활성폴리머에 비하여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가 햅틱을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에, 제작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단일 전기활성폴리머 및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가 사용된 각각의 실시예는 도

2b 및 도 2c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도 2a는 폴리머(140)가 삽입된 화상표시장치의 터치패널의 개략 측면도를 도시한 것으로서, ITO(Indium Tin Oxide:인듐

주석산화)막(200), 스페이서(spacer)(210) 및 패널부(2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2b는 단일 전기활성폴리머(140)

가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팽창 또는 수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도 2c는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140)가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수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도 1로 되돌아가, DB(160)는 햅틱정보를 포함하는 영상정보를 저장한다. DB(160)에 저장된 영상정보는 패널부(220)상

에 표시되는 버튼, 아이콘 등과 같은 물체의 기하학적 정보(예를 들어, 넓이, 길이, 높이 등), 물체의 물리적 계수(예를 들

어, 마찰력계수, 탄성계수, 질량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정보는,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예를 들어 CT, MRI

영상정보 데이터) 실제적인 정보이거나 또는 정해진 패턴에 의해 생성된 인위적인 정보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

서, 도 1 및 도 2의 구성요소와 결부시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S300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손가락을 터치패널의 ITO막(200)에 접촉한다. S310 단계에서는,

센싱부(130)가 사용자의 손가락이 접촉된 접촉점을 센싱한다. 여기서, 접촉점은 사용자의 손가락이 터치패널에 접촉한 하

나의 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 또는 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때, 접촉점의 위치뿐만 아니라 접촉상태(예를 들어,

접촉점을 누르는 압력)를 센싱하고, 이렇게 센싱된 센싱신호를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S320 단계에서는, 제어부(100)

의 폴리머이동제어부(110)가 센싱신호중 접촉점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폴리머(140)에 제1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폴리머

(140)를 접촉이 이루어진 접촉점으로 이동시킨다. 단일 전기활성폴리머의 경우는, 수평 이동만을 하는데 반하여,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의 경우는, 수평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 이동도 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실감있는 햅틱을

제공할 수 있다. S320 단계는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S330 단계에서는, 패턴생성부(150)가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영상정보로부터 햅틱정보의 패턴을 생성하여 패턴신호를 제

어부(100)로 출력한다. S340 단계에서는, 폴리머변형제어부(120)가 패턴생성부(150)로부터의 패턴신호에 기초하여 폴리

머(140)에 제2 구동전압을 인가하여 폴리머(140)를 수축하거나 팽창시킨다. S350 단계에서는, 손가락의 접촉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손가락의 접촉이 있으면, S310 단계로 진행하여, 센싱부(130)는 접촉점의 위치 및 접촉상태를 센싱하여

센싱신호를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손가락의 접촉이 없으면, 과정을 종료한다. 다음, 도 4는 도 3의 S320의 폴리머이동

단계를 상세히 나타내는 흐름도로서, 도 1의 구성요소와 결부시켜 설명한다.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S400 단계에서는, 폴리머이동제어부(110)가 DB(160)에 저장된 영상정보에 기초하여 센싱된 접

촉점에 센싱된 접촉점에 햅틱정보가 없으면, S350 단계로 진행하고, 햅틱정보가 있으면, S410 단계로 진행한다. S410 단

계에서는, 폴리머(140)를 접촉점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신호를 생성한다. S420 단계에서는, 생성된 신호에 따라 폴리머

(140)에 제1 구동전압(또는 전류)을 인가함으로써, 폴리머(140)를 접촉점까지 이동시킨다. 여기서, 인가되는 구동전압은

0 내지 1㎸일 수 있으며, 구동전류가 인가되는 경우에는, 수 ㎃ 미만의 전류가 인가된다. 이 때, 인가되는 구동전압이 제1

임계값 이상인 경우에만, 폴리머(140)를 이동시킨다. 구동전압의 크기가 클수록, 폴리머(140)의 이동속도가 증가된다. 상

술한 바와 같이, 단일 전기활성폴리머의 경우에는, 제1 임계값 이상의 구동전압이 인가되면 폴리머를 수평으로 이동시키

지만,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의 경우에는, 수평이동 뿐만 아니라, 도 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 전압이 제1 임계값보다

큰 제2 임계값 이상일 때에는 폴리머를 수직으로도 이동시킨다.

S430 단계에서는, 센싱부(130)는 현재 사용자의 손가락이 접촉하고 있는 접촉점의 위치 및 접촉상태를 센싱한다. S440

단계에서는, 이전에 센싱한 접촉점의 위치로부터 현재 접촉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지

의 여부를 판정한다.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S400 단계로 되돌아가 폴리머이동단계를 수행한다.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S330 단계로 진행하여 폴리머변형단계를 수행한다.

다음, 도 5는 도 3의 S330의 패턴생성단계 및 S340의 폴리머변형단계를 상세히 나타내는 흐름도로서, 도 1의 구성요소와

결부시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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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5를 참조하면, S500 단계에서는, 패턴생성부(150)는 센싱부(130)로부터의 센싱신호에 기초하여 DB(160)에

저장된 영상정보로부터 상기 접촉점의 위치와 접촉상태에 대응하는 햅틱정보의 패턴을 생성한다. DB(160)에 저장된 물체

의 기하학적 정보, 물리적 계수 등을 사용하여 미리 정의된(또는 계산된) 패턴을 생성한다. 패턴생성에는 인위적인 계산

(computing)에 의한 패턴생성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패턴생성이 있으며, 예를 들어, 폴리곤(polygon)에 기초한 방법,

FEM(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 등을 사용하여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S510 단계에서는, 생성된 햅틱정보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계산된 힘(또는 속도, 위치 등)을 기초하여 처리한다. 이 때, 생성

된 햅틱정보의 패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힘(또는 속도, 위치 등)이 다르면, 햅틱정보의 패턴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러한 햅틱정보의 패턴처리를 햅틱 렌더링(rendering)이라고도 한다. 햅틱정보의 패턴처리는, 예를 들어, 접촉점을 단일점

으로 보는 점기반법(point-based method), 접촉점을 다중점(multiple point)으로 보는 다중점기반법(multipoint-based

method)(또는 면기반법(surface-based method)) 등을 사용한다. 그 후, 처리된 햅틱정보의 패턴을 폴리머변형제어부

(130)로 출력한다.

S520 단계에서는, 폴리머변형제어부(130)는 패턴생성부(150)로부터의 햅틱정보의 패턴에 따라 폴리머(140)에 제2 구동

전압을 인가한다. 여기서, 인가되는 구동전압은 0 내지 1㎸일 수 있으며, 구동전류가 인가되는 경우에는, 수 ㎃ 미만의 전

류가 인가된다. S530 단계에서는, 인가된 제2 구동전압에 따라 폴리머(140)를 수축 또는 팽창 변형시킨다. 이 때, 인가된

제2 구동전압의 크기에 따라 폴리머(140)의 수축 또는 팽창의 정도가 달라진다.

S540 단계에서는, 센싱부(130)는 현재 사용자의 손가락이 접촉하고 있는 접촉점의 위치 및 접촉상태를 센싱한다. S550

단계에서는, 이전에 센싱한 접촉점의 위치로부터 현재 접촉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상기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지

의 여부를 판정한다.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S320 단계로 되돌아가 폴리머이동단계를 반복한다. 거리가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S320 단계로 진행하여 패턴생성단계를 수행한다.

또한, 본 발명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

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폴리머가 삽입된 화상표시장치의 터치패널에서 폴리머를 이동, 변형시킴으로써, 포스피드백 및 택틸피

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물체의 접촉감 및 표면의 재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터치패널상에 표시되는 메

뉴, 아이콘 등의 영상에 햅틱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작을 훨씬 용이하게 하고 입력시 오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장치의 개략 블록도. 도 2a는 폴리머가 삽입된 화상표시장치의

터치패널의 개략 측면도.

도 2b는 단일 전기활성폴리머가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팽창 또는 수축하는 모습을 나타낸 도.

도 2c는 복수의 전기활성폴리머가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수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기활성폴리머를 사용하여 영상정보의 핑거팁 햅틱을 제공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등록특허 10-0682901

- 8 -



도 4는 도 3의 S320의 폴리머이동단계를 상세히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도 3의 S330의 패턴생성단계 및 S340의 폴리머변형단계를 상세히 나타내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어부 110 : 폴리머이동제어부

120 : 폴리머변형제어부 130 : 센싱부

140 : 폴리머 150 : 패턴생성부

160 : DB(데이터베이스) 200 : ITO막

210 : 스페이서 220 : 패널부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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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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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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