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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타입의 차량을 위한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이 제시되고, 이러한 외장 트림 부
품은, 서로 반대편인 제1 표면과 제2 표면을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광투과성 기판, 및 기판의 제2 표면에 인접
하고 조명 상태와 비-조명 상태 사이에서 작동가능한 조명원을 포함한다. 기판의 제1 표면 또는 제2 표면 중 하
나의 표면 상의 가변 광투과성 층은 비-광투과성 불투명 부분 및 광투과성 부분을 포함하며, 광투과성 부분은 조
명 상태에 있는 조명원에 의해 백라이팅될 때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indicia)를 형성한다. 조명원이 비-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표시부는 육안으로는 시각적 인지불가능하다. 외장 트림 부품은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적
어도 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작동된다. 조명원이 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
는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적어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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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타입의 차량을 위한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으로서,
서로 반대편인 제1 표면과 제2 표면을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광투과성 기판, 상기 기판의 제2 표면에 인접하
고 조명 상태와 비-조명 상태 사이에서 작동가능한 조명원, 상기 기판의 상기 제1 표면 또는 제2 표면 중 하나
의 표면 상의 가변 광투과성 층을 포함하고,
상기 가변 광투과성 층은 비-광투과성 불투명 부분 및 광투과성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광투과성 부분은 조명
상태에 있는 상기 조명원에 의해 백라이팅될 때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indicia)를 형성하며,
상기 외장 트림 부품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적어도 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작동되고,
상기 조명원이 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상기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충전 상태
를 적어도 표시하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투과성 부분은 하나 이상의 라인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라인은 상기 불투명 부분을 통해 형성되
고 조명 상태에 있는 상기 조명원에 의해 백라이팅될 때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를 형성하도록 구성되며, 각각
의 라인은, 상기 조명원이 비-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상기 트림 부품으로부터 적어도 대략 3 피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육안으로 시각적 인지불가능한,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광투과성 층은 상기 기판의 상기 제1 표면 상에 있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광투과성 층의 비-광투과성 불투명 부분 및 광투과성 부분은 상기 기판과 연관되는 마스크에 의해 규
정되며, 상기 마스크는 적어도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킹 부분을 규정하고, 상기 비-마스킹 부분은 상기 마스킹
부분보다 많은 광을 투과시키고,
상기 마스킹 부분과 상기 비-마스킹 부분 양자 모두에 걸쳐 마감칠이 추가로 연장되며, 상기 마감칠은 광학 특
성을 가지되, 상기 광학 특성은 상기 조명원이 상기 비-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상기 마스킹 부분과 상기 비-마
스킹 부분 사이의 가시적 차이를 은폐하게 되고, 상기 조명원이 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시각적 인지가
능 표시부를 형성하게 되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광투과성 층은 상기 기판의 상기 제1 표면에 도포된 불투명 페인트의 베이스코트(basecoat)를 포함하
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광투과성 층은 상기 페인트의 베이스코트 위에 배치되는 클리어 코트(clear coat)를 더 포함하는, 차
량용 외장 트림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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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라인은 페인트의 베이스코트와 클리어 코트를 통해 형성되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라인은 페인트의 베이스코트를 통해 형성되고, 클리어 코트가 상기 베이스코트와 상기 하나
이상의 라인을 덮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광투과성 층은 상기 기판의 상기 제1 표면에 도포된 투명 프라이머, 및 상기 프라이머 위에 도포된
불투명 페인트의 베이스코트를 포함하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광투과성 층은 페인트의 상기 베이스코트 위에 배치되는 클리어 코트를 더 포함하는, 차량용 외장 트
림 부품.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장 트림 부품은 도어 핸들 또는 사이드 미러 중 하나를 포함하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12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타입의 차량을 위한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으로서,
서로 반대편인 제1 표면과 제2 표면을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광투과성 기판, 상기 기판의 제2 표면에 인접하
고 조명 상태와 비-조명 상태 사이에서 작동가능한 조명원, 및 상기 광투과성 기판 상에 형성된 시각적 인지가
능 표시부를 포함하고,
상기 외장 트림 부품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적어도 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작동되고,
상기 조명원이 적어도 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상기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충
전 상태를 적어도 표시하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외장 트림 부품은 도어 핸들 또는 사이드 미러 중 하나를 포함하는,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출원은 2013년 7월 18일 출원된 미국 임시 출원 제61/847,818호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
며, 이러한 임시 출원의 개시내용은 원용에 의해 전체로서 본원에 통합된다.

[0002]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여 차량용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에 관한 것이고, 보
다 구체적으로는 조명원에 의해 백라이팅될 때 시각적으로 인지가능한 그러한 충전 상태 표시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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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대부분의 차량은 전력원을 이용한다.
용하고 있다.

차량은 점점 더 전력을 1차적인 동력원, 또는 적어도 부가 동력원으로 이

이러한 차량은 통상적으로 각각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으로 지칭되는데, 하나 이상의

배터리와 같은 충전가능한 동력원을 포함하고, 이러한 충전가능한 동력원은 외부 액세스가능한 충전 포트를 통
해, 차량의 외부에 위치한 동력원으로부터 전력을 받아들이게 된다.
[0004]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을 충전하는 사람은 차량 외부로부터 적어도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를 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다루는데 있어서 몇몇 유사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며, 이러

한 해결책 모두는 일반적으로 점검판 아래에 배치되는 외부 장착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충전 포트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의 예로는 미국 특허 제5,757,595호, 미국 특허 제7,999,665호, 및 미국 특허 제8,125,324

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적인 해결책이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할 필요성을 다

루긴 하지만, 여전히 다소 불편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

발명의 내용
[0005]

본 명세서는 일 실시예로서,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타입의 차량을 위한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을 개
시하고, 예를 들면 이러한 차량은 기존의 가솔린 동력 차량,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또는 전기 차량이다.

외장

트림 부품은 내측 표면과 외측 표면, 서로 반대편인 제1 표면과 제2 표면을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광투과성
기판, 기판의 제2 표면에 인접하는 조명원, 및 기판의 제1 표면 상의 가변 광투과성 층을 포함하고, 가변 광투
과성 층은 비-광투과성 불투명 부분 및 광투과성 부분을 포함한다.

조명원은 조명 상태와 비-조명 상태 사이에

서 작동가능하며, 외장 트림 부품은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적어도 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작동
된다.
성한다.

광투과성 부분은 조명 상태에 있는 조명원에 의해 백라이팅될 때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indicia)를 형
조명원이 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는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적

어도 표시한다.
[0006]

한 가지 형태로서, 광투과성 부분은 하나 이상의 라인을 포함하며, 이러한 하나 이상의 라인은 불투명 부분을
통해 형성되고 조명 상태에 있는 조명원에 의해 백라이팅될 때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를 형성하도록 구성되며,
각각의 라인은, 조명원이 비-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트림 부품으로부터 적어도 대략 3 피트만큼 가까운 거리에
서 육안으로 시각적 인지불가능하다.

[0007]

본 발명의 다른 형태로서, 가변 광투과성 층의 비-광투과성 불투명 부분 및 광투과성 부분은 기판과 연관되는
마스크에 의해 규정된다.

마스크는 적어도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킹 부분을 규정하고, 비-마스킹 부분은 마스

킹 부분보다 많은 광을 투과시킨다.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킹 부분 양자 모두에 걸쳐 마감칠이 연장되며, 마감

칠은 광학 특성을 가지되, 이러한 광학 특성은 조명원이 비-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킹 부
분 사이의 가시적 차이를 은폐하게 되고, 조명원이 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를 형성
하게 된다.
[0008]

또 다른 형태로서,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타입의 차량을 위한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을
포함하며, 이러한 외장 트림 부품은, 서로 반대편인 제1 표면과 제2 표면을 갖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광투과성
기판, 및 기판의 제2 표면에 인접하고 조명 상태와 비-조명 상태 사이에서 작동가능한 조명원을 포함한다.
장 트림 부품은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적어도 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작동된다.

외

광투과성 기판

상에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가 형성되며, 조명원이 적어도 조명 상태에 있는 경우,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는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적어도 표시한다.
[0009]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르면, 외장 트림 부품은 도어 핸들 또는 사이드 미러 중 하나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0]

본 발명의 앞서 기술한 양상 및 기타 다른 양상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고려될 때
보다 손쉽게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1 실시예에 따른 은폐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외장 트림 부품을 포함하는 자동차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비-백라이팅 상태에서 표시부가 은폐된 도 1의 외장 트림 부품의 정면도이다.
도 3은 백라이팅 상태에서 표시부가 드러난 도 1의 외장 트림 부품의 정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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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방향 지시등으로 구성된 표시부를 나타내는 도 1의 외장 트림 부품의 정면도이다.
도 5는 도 1의 외장 트림 부품의 분해도이다.
도 5a는 도 1의 외장 트림 부품의 기본 구성요소의 제1 구성에 대한 부분 분해 개략도이며, 기판, "A" 표면 상
의 제어-조명 코팅, 레이저 에칭된 표시부를 갖는 "B" 표면 상의 마스크 코팅, 및 조명원을 나타낸다.
도 5b는 도 1의 외장 트림 부품의 기본 구성요소의 제2 구성에 대한 부분 분해 개략도이며, 기판, "A" 표면 상
의 제어-조명 코팅, 커팅 또는 인쇄된 표시부를 갖는 "B" 표면 상의 접착성 마스크, 및 조명원을 나타낸다.
도 6은 도 1의 외장 트림 부품의 부분 분해 배면도이다.
도 6a는 도 6의 라인 6A-6A을 따라 취해진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2 실시예에 따른 은폐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외장 트림 부품을 포함하는 자동차의
사시도이다.
도 8은 비-백라이팅 상태에서 표시부가 은폐된 도 7의 외장 트림 부품의 정면도이다.
도 9는 백라이팅 상태에서 표시부가 드러난 도 7의 외장 트림 부품의 정면도이다.
도 10은 도 7의 외장 트림 부품의 분해도이다.
도 11은 도 7의 외장 트림 부품의 부분 분해 배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3 실시예에 따라 백라이팅 상태에서의 은폐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외장 트림 부품
의 정면도이며, 표시부는 키리스 엔트리 패드(keyless entry pad) 및 로고를 포함한다.
도 13은 표시부가 안전등을 포함하는 외장 트림 부품을 포함하는 자동차의 사시도이다.
도 14는 표시부가 로고를 포함하는 도 13과 유사한 사시도이다.
도 15는 표시부가 퍼들 라이트(puddle light)의 제1 실시예를 포함하는, 도 13과 유사한 사시도이다.
도 16은 표시부가 퍼들 라이트의 제2 실시예를 포함하는, 도 15와 유사한 사시도이다.
도 17a 내지 17h는 은폐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트림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의 예시적인 흐름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4 실시예에 따라 밀폐가능한 표시부가 키리스 엔트리 패드를 포함하는 외장 트림
부품의 분해도이다.
도 19는 도 18의 외장 트림 부품 중 일부에 대한 확대 사시도이다.
도 20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5 실시예에 따라 은폐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트림 부품을 포함하는 가전 제품의
사시도이다.
도 2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6 실시예에 따라 은폐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어셈블리의
사시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7 실시예에 따른 외장 트림 부품의 기본 구성요소의 부분 분해 개략도이며, 외장
트림 부품은 기판, "A" 표면 상의 제어-조명 코팅, 커팅 또는 인쇄된 표시부를 갖는 "B" 표면 상의 인서트 몰딩
된 마스크, 및 조명원을 갖는다.
도 2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8 실시예에 따른 외장 트림 부품의 기본 구성요소의 부분 분해 개략도이며, 외장
트림 부품은 기판, "A" 표면 상의 제어-조명 코팅, 그 위에 잉크, 마스킹, 또는 클리어 표시부를 갖는 "B" 표면
상의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및 조명원을 갖는다.
도 24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제9 실시예에 따른 외장 트림 부품의 기본 구성요소의 부분 분해 개략도이며, 외장
트림 부품은 기판, "A" 표면 상의 제어-조명 코팅, 그 위에 잉크, 마스킹, 또는 클리어 표시부를 갖는 "B" 표면
상의 인쇄 회로 기판, 및 조명원을 갖는다.
도 25는 외장 트림 부품의 기본 구성요소의 부분 분해 개략도이며, 기판, "A" 표면 상의 코팅, "A" 표면 상에
형성된 표시부, 및 조명원을 나타낸다.
도 26 내지 31은 도 25에 따른 트림 부품의 대안적인 형태에 대한 세부적인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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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는 추가적인 실시예에 따른 외장 트림 부품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3a는 비-조명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를 특징으로 하는 예시적인 외장 트림 부품의 사시도이다.
도 33b는 제1 조명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를 특징으로 갖는 도 33a의 외장 트림 부품의 사시도이다.
도 33c는 제2 조명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를 특징으로 갖는 도 33a의 외장 트림 부품의 사시도이다.
도 33d는 제3 조명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를 특징으로 갖는 도 33a의 외장 트림 부품의 사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1]

본원에서 사용될 때 "표시부" 또는 "표시부들"이란 용어는 시각적으로 관측될 수 있는 임의의 마킹을 지칭한다.
표시부의 예로는, 로고, 숫자 및 문자, 심볼, 디자인, 이미지, 및 그림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시적인 디자인은 프릿(frit)을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자동차 유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불투명으로부터 투명
으로의 점진적인 전이의 일루젼(illusion)을 생성하도록 점차 작아지는 불투명 라인들 또는 점들의 평행한 라인
들을 갖는 실선 불투명 라인 또는 밴드를 포함할 수 있다.

표시부는 통신용, 기능성, 장식용, 대화형, 또는 이

들의 조합일 수 있다.
[0012]

본원에서 사용될 때 "트림 부품" 또는 "트림 부품 구조체"라는 용어는 차량, 가정용 기기, 구조체, 장비 등의
표면에 위치하는 임의의 부품을 지칭한다.

차량은 자동차 또는 기타 다른 타입의 동력 차량, 예를 들어 모터사

이클, 스쿠터, 전지형 차량(ATV), 스노우모빌, 웨이브 러너, 제트 스키, 또는 보트일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0013]

트림 부품은 장식용, 기능성,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외장 트림 부품의 예로는, 차체 사이드 몰딩; 스포일러; 도어 핸들; 자동차 번호판 프레임; 후드, 사이드, 및
브레이크 루버(louver); 트럭 캡 및 커버; 사이드 미러; 및 자동차 번호판 위의 경광 바아(lighting bar), 및
CHMSL(center high mount stop light)을 장착하기 위한 바아와 같은 바아가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
니다.

부가적으로, 트림 부품은 차량 후드 아래의 조명, 후드 외관 조명, 트럭 베드 조명, 및 플래시, 스트로

브, 또는 응급 차량용 메시지 조명, 예컨대 앰뷸런스, 소방차 및 경찰차용 메시지 조명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트림 부품의 기타 다른 예로는 애프터-마켓 커스텀 액세서리(after-market custom accessory)를 포함한

다.
[0014]

내장 트림 부품의 예로는, 내측 도어 핸들; 내부 도어 핸들용 베젤; 계기판; 게이지; 주행 거리계 및 속도계 디
스플레이; 경고 램프; 시프팅 메커니즘 위치 표시기; 라디오 컨트롤/노브; 실내 온도 조절 디스플레이 및 컨트
롤; 정속 주행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 핸들 장착 액세서리 컨트롤(즉, 라디오 및 정속 주행 컨트롤); 내부 차량
배지(badging)(예컨대, 계기판, 도어 패널, 핸들 상에); 액세서리 조명; 식별 라벨(예컨대, 컵 홀더, 파워 아웃
렛 커버, 시프트 노브, 글로브 박스 도어의 용도); 차양 조명; 및 LCD 또는 기타 다른 타입의 평판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 음향 시스템, GPS, 및 차량용 이미징 시스템용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부

가적으로, 트림 부품은 트렁크 내부 조명, 도어가 개방될 때 조명되는, 도어의 내측 표면 상의 안전등, 및 헤드
라이너 트림 조명, 예컨대 태스크, 주변, 및 무드 조명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15]

트림 부품은 차량용으로 이용되기 위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본원에서 기술되는 발명은 또한 비-차량용 응용

이러한 응용예에는, 사용되지 않는 동안에는 은폐되는 경우 심미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는 사용자 작동 제어 메커니즘과 연관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의 예로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세탁기 및 건조기, 레인지, 스토브탑, 오븐, 카운터탑 주방 용품, 및 잔디 및 정원 용품, 예를 들어 트리
머, 가장자리 톱(edger), 송풍기, 제설기, 잔디깎기와 같은 가정용 기기; 청각 및 시각적 엔터테인먼트 장치,
예컨대 스테레오 컴포넌트, 텔레비젼, 고정형 및 휴대용 비디오 게임 콘솔,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및 라
디오를 포함하는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랩탑 및 PDA를 포함하는 휴대용 개인 컴퓨터; 리모컨; 및 계산기가 포
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또한 비-대화형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 가정 또는 빌딩 주소 번지,

광고 표지판, 상점 내의 제품 디스플레이, 비즈니스용 개방/폐쇄 표지판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용

도에 적합한 외장 가정용 컴포넌트의 기타 다른 예로서, 소피트(soffit) 및 소피트 인서트(예컨대, 휴일 또는
기타 다른 장식용 조명 용도), 차고 도어 패널, 낙수 받이, 울타리 및 철책, 및 태양 전지판 커버가 포함된다.
본 발명은 또한 집안 내에서 이용될 수 있고, 예컨대 계단 난간 및 받침목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내부 및/또는 외부 보안 카메라를 은폐하도록 가정 보안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다.

나

아가, 본 발명은 사무실 가구와 함께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된다.
[0016]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수많은 응용예에서 이용될 수 있지만, 본원에서는 그 중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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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예만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 본원에서 기술되며, 본 발명은 앞서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대안적인 응용예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0017]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도 1은 후방 리프트 게이트(14)를 갖는 자동차(10)를 포함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예를 나타낸다.

후방 리프트 게이트(14)는 은폐가능한 표시부(18)와 함께, 리프트 핸들(16)로 도시된 예시적인

트림 부품(12)을 포함한다.

표시부(18)는 이하 기술하는 바와 같이 백라이팅될 때 표시될 수 있다.

표시부

(18)가 백라이팅되지 않는 경우, 식별불가능할 수 있고, 트림 부품(12)은 표시부 없는 트림 부품의 외관을 가질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트림 부품(12)의 구성은 도 2 내지 7에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도 2는 비-백

라이팅 상태에 있는 트림 부품(12)을 나타내며, 여기서 트림 부품(12)은 어떠한 표시부도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이러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표시부(18)는 도 2에서 환영(phantom)으로 도시된다).
(12)이 백라이팅되는 경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부(18)가 드러날 수 있다.
함하는 표시부(18)를 나타낸다.

그러나, 트림 부품

도 3은 문자 및 심볼을 포

도 4는 방향 지시등(20, 22)의 형태인 표시부(18)를 나타낸다.

바와 같이, 표시부(18)는 거의 모든 선택된 부호를 포함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표시부(18)는 트림 부품(12)에 대하여 선

택된 거리와 방향으로부터 보이도록 선택적으로 위치되고 그러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
[0018]

이제 도 5, 5a, 및 6을 참조하면, 트림 부품(12)은, "A" 표면으로도 지칭되는 외측 표면(26) 및 "B" 표면으로도
지칭되는 내측 표면(28)을 갖는 기판(30)을 포함할 수 있다.

트림 부품(12)은 도 5에서, 면(40), 및 이러한 면

(40)으로부터 후방으로 또 일반적으로 면(40)에 수직하게 연장되는 서로 반대편인 측벽(42) 및 상부 벽과 하부
벽(44)의 쌍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변 광투과성 층(32)을 가질 수 있다.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30)은 "A" 표면(26) 상에 가

표시부(18)를 형성할 수 있는 마스크(34) 및 조명원(36)은 각각 기판(3

0)의 "B" 표면(28) 상에 그리고 "B" 표면(28)에 인접하여 위치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될 때 "전방" 및

"후방"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각각, 조명원(36)으로부터 더 먼, 그리고 조명원(36)에 더 가까운, 2개의 기
판 표면(26, 28)의 방향을 지칭할 것이다.

예를 들어, "A" 표면(26)은 기판(30)의 전방 표면일 수 있고, "B"

표면(28)은 기판(30)의 후방 표면일 수 있다.
[0019]

기판(30)은 트림 부품(12)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유리, 중합체 재료, 예컨대 실리콘 또는 나일
론, 또는 기타 다른 선택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판(30)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전류가 인가

될 때 불투명도와 같은 광학 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 도전성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강성 또는 연성을 갖도록 임의의 선택된 두께를 가질 수 있다.
품(12)의 선택된 구성에 기초하여 제조될 수 있게 한다.

기판(30)은 기판(30)이

연성 필름과 같은 연성 기판은, 기판이 트림 부

기판(30)은 선택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

투명, 또는 착색, 예를 들면 뿌옇거나(smoky) 호박색일 수 있다.
[0020]

기판(30)의 "A" 표면 상의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실질적으로 불투명하게 보이도록 구성될 수 있고, 이로써 조
명원(36)이 조명되지 않을 때, 특히 기판(30)이 주변 광에 노출될 때, 마스크(34), 표시부(18), 및 조명원(36)
을 은폐할 수 있다.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또한, 조명원(36)이 조명되지 않을 때 트림 부품(12)이 차량(10)

의 인접 영역과 "조화(blending in)"되는 외관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나아가,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표

시부(18)가 식별될 수 있도록 조명원(36)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투과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21]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기판(30)의 "A" 표면에 도포된 코팅일 수 있다.
트가 포함되지만 페인트로 제한되지 않는다.

예시적인 코팅 재료에는 금속성 페인

기타 다른 적합한 코팅은 자동차용 및 비-자동차용 그레이드 페인

트를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페인트는 분무 공정을 이용하여 도포될 수 있다.

코팅은 가변 광투과성 층(32)에

대해 선택된 광학 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특정 두께에 따라 도포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코팅은 예를 들어

차량 마감칠에 트림 부품(12)을 매칭시키도록 선택된 색상으로 착색될 수 있고,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보호용
클리어 코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클리어 코트는 선택된 색상을 얻기 위해 착색될 수도 있다.

코팅은

또한, 적합한 금속 증착 공정을 이용하여 트림 부품(12) 상에 증착되는 금속, 예컨대 알루미늄 또는 크롬의 형
태일 수 있다.
[0022]

대안적으로,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위에서 기술된 특성을 통합하는 재료로 만들어지거나 이러한 재료로 코팅
되는 별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트림 부품(12)에 대해 선택된 심

미적인 외관 및 선택된 광학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판(30) 상에 도포되는 적합한 재료, 예컨대 중합체 또는
패브릭 재료로 만들어진 박막일 수 있다.

막은 무늬 없는 단색일 수 있거나 패턴 또는 이미지를 포함할 있다.

수로(hydrographic) 공정을 통해 기판(30)에 막이 도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의 탄소 섬유 외관과 같은 선

택된 외관을 갖는 막이 액체 상에 뷰유될 수 있고, 기판(30)을 이러한 액체에 담가 액체로부터 제거될 때 막이
기판(30)에 결합될 수 있다.

막은 또한 기판(30)에 인서트 몰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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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로 삽입될 수 있고, 이후 기판(30)을 형성하도록 하는 재료의 사출을 위해 주형이 폐쇄될 수 있다.

이러

한 막과 기판(30)은 실질적으로 단일 컴포넌트가 될 수 있고, 막은 기판(30)의 외관 표피로 기능하게 된다.
[0023]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선택된 시각적 특성과 촉감 특성을 생성하도록 텍스쳐화(texturize)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쳐 마감칠이 예컨대 조명원(36)으로부터의 광을 필터링하거나 확산시킴으로써 선택된 광 출력을 생성
할 수 있다.

나아가,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조명 제어 특성에 더하여 별개의 미감을 제공하도록 차량(10)의

인접 영역의 텍스쳐와는 상이한 텍스쳐를 가질 수 있다.
[0024]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임의의 재료(들)로 제조될 수 있고 위에서 기술된 광학 특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임의
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선택된 광학 특성, 예컨대 광 투과율은 화학적 조성, 색상,

도포된 두께 등과 같은 마감 특성을 선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조명원(36)에 의해 방출된 광의

파장 또한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투과율을 제어할 수 있다.
[0025]

모든 색상의 광이 동일한 색상 또는 세기를 갖는 모든 색상의 페인트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도 17c 내지

17h 및 도 25 내지 31에 도시된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광 투과율은, 기판(30')에 가변
광투과성 층(32')을 선택적으로 도포함으로써 표시부(18') 및 불투명 부분을 모두 형성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실제로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마스크 및 광 제어 층 양자 모두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전체 표시부 영역

에 걸쳐 불투명 페인트 또는 기타 다른 적절히 불투명한 코팅을 도포한 후 표시부(18')를 생성하도록 제어된 방
식으로 페인트 또는 기타 다른 불투명 코팅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0026]

다르게 나타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실시예는 본원의 다른 부분에서 기술되는 본 발명의 나머지 버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

[0027]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반투명 트림 부품을 몰딩하는 단계와, 필요한 경우 "B" 표면을 마스킹하는 단계(페인트
또는 기타 불투명 코팅이 그 위에 도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와, 불투명 코팅을 "A"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와, "A" 표면 상에 표시부(18')를 에칭하는 단계와, 표시부(18')가 조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 표면으
로부터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베이스코트를 포함할 수 있다.
coat)가 도포될 수도 있다.

"A" 표면 불투명 코팅은 프라이머(primer)의 층 및 불투명

필요한 경우,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베이스코트 위에 클리어 코트(clear

이와 달리, "A" 표면 코팅은 불투명 베이스코트 및 클리어 코트를 포함할 수 있으

며, 그러므로 프라이머가 없어도 된다.

옵션이기는 하지만, 불투명 베이스코트가 그 자체가 표시부의 영역 외

측에서의 조명원의 인지 가능성(perceptibility)을 마스킹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및/또는 불투명 베이스코트
가 그 아래의 기판(30')의 재료에 대해서보다 프라이머에 대해서 더욱 용이하게 고착되는 몇몇 환경에서는 프라
이머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0028]

"B" 표면 전체가 마스킹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스킹은 표시부(18')를 둘러싸는 영역에서만 완료될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마스킹은 전부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모든 이벤트에 있어서, 본 발명의 이러한 특정한

변형에서, 기판의 "B" 표면 상의 영구적인 불투명 마스크의 사용은, 표시부가 "A" 표면에 규정되어 있고, 불투
명 베이스코트 및 사용 시의 불투명 프라이머가 조명원을 위한 마스크를 규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필요하
다.
[0029]

베이스코트(및 채용되는 경우 프라이머 및/또는 클리어 코트)가 충분하게 경화된 후, 선택된 폭의 라인을 생성
할 수 있는 비제한적인 예로서의 레이저 에칭과 같은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매우 얇은 라인을 규정하기 위해 베
이스코트 등의 일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

라인은 백라이팅될(backlit) 시에는 표시부(18')를 규정하고 백라이

팅되지 않을 시에는 표시부(18')를 효과적으로 은폐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30]

표시부(18')를 규정하는 라인은 표시부를 요구된 바대로 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얇게
될 수 있다.

일례의 실시예에서, 1 mm의 폭보다 다소 작은 라인을 에칭할 수 있는 레이저가 채용된다.

이 폭

은, 실제로, 표시부(18')가 트림 부품으로부터 수 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로부터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지
않게 한다.
[0031]

물론, 표시부(18')의 시각적 인지 불가능성은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베이스코트의 컬러에 좌우될 것이며, 그 이
유는 몇몇 컬러(예컨대, 백색)가 다른 컬러보다 그 라인으로 더 높은 콘트라스트를 생성하여, 표시부가 조명되
지 않을 때에 라인을 더욱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라인은 표시부(18')의 윤곽을

이것은 하나의 라인 또는 예컨대 평행하게 배열된 복수의 라인

의 생성으로 달성될 수 있다.
[0032]

또 다른 실시예에서, 라인은 평행한 크로스-해칭(cross-hatched)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원하는 표시부(18')의 윤

-8-

공개특허 10-2015-0010657
곽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배열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
[0033]

그러나, 복수의 라인이 원하는 표시부(18')를 규정하도록 배열되면, 본 발명의 이점으로, 이러한 라인의 폭 및
인접성은 조명 상태에서의 표시부(18')의 외관뿐만 아니라 비조명 상태에서의 표시부(18')의 상대적인 인지 불
가능성 둘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영역에서의 라인의 밀도가 높

을수록, 그리고 이들 라인의 두께가 클수록, 비조명 상태에 있을 때에 이에 의해 규정된 표시부(18')가 더욱 인
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한편, 라인의 이들 동일한 특성은 표시부(18')를 조명 상태에서 더욱 인지 가능하게

따라서, 소정의 표시부에 대한 임의의 원하는 외관을 달성하기 위한 균형은, 표시부를 조명될 때에

는 수용 가능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지만 조명되지 않을 때에는 수용 가능하게 인지할 수 없게 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라인의 밀도와 두께 사이에 있게 된다.
[0034]

라인의 생성이 완료된 후, 트림 부품(12') 또는 단지 표시부 영역은 클리어 코트의 층을 수용할 수 있다.

클리

어 코트는 베이스코트를 보호할 수 있으며, 페인트 제거에 의한 표면 텍스쳐(surface texture)의 변화가 관찰되
거나 느껴질 수 없도록 균일한 깊이를 갖는 마감칠을 제공하기 위해 재료가 제거된 라인을 채움으로써 비조명
상태에서 표시부(18')의 시인성(visibility)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클리어 코트는 라인이 베이스코

트 및 클리어 코트(및 프라이머 코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또한 프라이머 코트)의 제거에 의해 규정될 수 있도
록 라인을 형성하는 프로세스 전에 도포될 수 있다.
[0035]

구체적으로 도 26 내지 도 31을 참조하면, 위에 전반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트림 부품(12')의 다양한 가능한
형태는 이하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0036]

가변 광투과성 층(variably light-transmissive layer)(32')의 불투명 부분이 기판(30')의 "A" 표면 위에 도포
된 불투명 베이스코트(32b')를 포함하며, 표시부(18')가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베이스코트(32b')를 통
과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의 생성에 의해 규정되는 제1 형태(도 26).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불투명 부분이

기판(30')의 "A" 표면 위에 도포된 불투명 프라이머(32p') 및 프라이머 코트(32p') 위에 도포된 불투명 베이스
코트(32b')를 포함하며, 표시부(18')가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베이스코트(32b') 및 프라이머(32p')를
통과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의 생성에 의해 규정되는 제2 형태(도 27).
[0037]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불투명 부분이 기판(30')의 "A" 표면 위에 도포된 불투명 프라이머(32p') 및 프라이머
코트(32p') 위에 도포된 불투명 베이스코트(32b')를 포함하며, 표시부(18')가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베
이스코트(32b') 및 프라이머(32p')를 통과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의 생성에 의해 규정되는 제3 형태(도 28).

표

시부(18')의 생성에 후속하여, 베이스코트(32b') 및 표시부(18') 위에 클리어 코트(33')가 도포된다.
[0038]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불투명 부분이 기판(30')의 "A" 표면 위에 도포된 불투명 베이스코트(32b')를 포함하
며, 표시부(18')가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베이스코트(32b')를 통과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의 생성에 의
해 규정되는 제4 형태(도 29).

표시부(18')의 생성에 후속하여, 클리어 코트(33')가 베이스코트(32b') 및 표시

부(18') 위에 도포된다.
[0039]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불투명 부분이 기판(30')의 "A" 표면 위에 도포된 불투명 베이스코트(32b')를 포함하
는 제5 형태(도 30).

이에 부가하여, 베이스코트(32b') 위에 클리어 코트(33')가 도포된다.

표시부(18')가 예

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베이스코트(32b') 및 클리어 코트(33')를 통과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의 생성에 의
해 규정된다.
[0040]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불투명 부분이 기판(30')의 "A" 표면 위에 도포된 불투명 프라이머(32p') 및 프라이머
코트(32p') 위에 도포된 불투명 베이스코트(32b')를 포함하는 제6 형태(도 31).
(33')가 베이스코트(32b') 위에 도포된다.

이에 부가하여, 클리어 코트

표시부(18')가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프라이머(32p'), 베이

스코트(32b'), 및 클리어 코트(33')를 통과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의 생성에 의해 규정된다.
[0041]

표시부를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라인은 가변 광투과성 층의 불투명 부분을 완전히 통과하여 규정될 수도 있고,
또는 이와 달리 그 불투명 부분의 전체 두께보다 작은 깊이로 규정될 수도 있다.

[0042]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표시부(18)는 마스킹 부분, 즉 불투명 부분(46)과 이 마스킹 부분(46)보다 더 많은 광
을 투과시키는 비-마스킹 부분(48)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마스킹 부분(46) 및 비-마

스킹 부분(48) 둘 모두를 효과적으로 덮도록 기판(30) 위에 연장할 수 있다.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조명원

(36)이 조명되지 않을 때에 마스킹 부분(46)과 비-마스킹 부분(48) 간의 가시적 차이를 은폐할 수 있다.
므로, 표시부(18)는 조명원(36)이 비-조명 상태에 있을 때에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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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기판(30)의 전면(face)(40)과 정렬된 비-마스킹 부분(48)을 갖는 마스크(34)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킹 부분(48)이 마스크(34)의 임의의 부분을 둘러싸도록 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비-마스

마스크(34)가 기

판(30)의 "B" 표면(28)에 도포된 것으로 도 5에 예시되어 있지만, 마스크(34)는 기판(30)의 "A" 표면(26)에 도
포될 수도 있다.
[0044]

마스킹 부분(46)은 조명원(36)으로부터의 광이 일반적으로 반투명이거나, 투명이거나 또는 공동(즉, 개구부 또
는 애퍼처)일 수 있는 비-마스킹 부분(48)을 통해서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완전하게 불투명일 수 있다.

그

결과, 조명원(36)이 조명될 때,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이 비-마스킹 부분(48), 기판(30) 및 가변 광투과
성 층(32)을 통해 빛을 내게 되어 표시부(18)가 관찰자에 대해 가시적으로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마스킹 부

분(46) 및 비-마스킹 부분(48)의 불투명도는 광이 마스킹 부분(46) 및 비-마스킹 부분(48) 둘 모두를 통해 빛을
내지만 상이한 세기에서 표시부(18)를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비-마스킹 부분(4

8)은 또한 착색될 수도 있으며, 이로써 이 부분을 통해 빛을 내는 광이 착색되어 표시부(18)의 시인성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다.
[0045]

마스크(34)는 어떠한 재료로도 구성될 수 있고, 마스킹 부분(46) 및 비-마스킹 부분(48)을 생성하는데 적합한
어떠한 형태도 가질 수 있다.

마스크(34)는, 예컨대, 중합체 재료 또는 패브릭과 같은 불투명 재료로 이루어지

고 비-마스킹 부분(48)이 이들로부터의 제거된 재료에 의해 형성되는 별도의 콤포넌트이어도 되고, 또는 마스크
(34)는 불투명 코팅을 위에 갖는 2차 기판과 같은 별도의 콤포넌트이어도 된다.

이와 달리, 마스크(34)는 기판

(30)에 도포된 페인트와 같은 코팅이어도 되고, 또는 마스크(34)는 접착제 등에 의해 기판(30)에 장착되는 필름
이어도 된다.

마스크(34)는, 예컨대, 조명원(36)에 의해 백라이팅될 때에 광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얇은 벽

부(thin walled portion)를 형성하기 위해 기판(30)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함으로써 또는 얇은 벽부를 통합하는
설계를 갖는 몰드로 기판(30)을 몰딩함으로써 기판(30)과 일체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들 예에서, 얇은 벽부는

마스크(34)의 비-마스킹 부분(48)을 형성한다.
[0046]

마스크(34)를 제조하기 위해 상이한 방법이 채용될 수 있다.

예컨대, 도 5a를 참조하면, 마스크(34)는 코팅 또

는 인쇄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기판(30)의 "B" 표면 전체 위에 도포될 수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표시부(18)는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마스크(34)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레이저 에칭

및 CNS 기계가공 프로세스와 같은 방법은 비-마스킹 부분(48)을 형성하기 위해 재료를 제거하는 것을 수반한다.
레이저 에칭에서, 페인트와 같은 불투명 코팅이 마스킹 부분(46)을 형성하기 위해 기판(30) 또는 별도의 구조적
콤포넌트에 도포될 수 있으며, 레이저가 이에 후속하여 비-마스킹 부분(48)을 형성하도록 페인트를 제거할 수
있다.

비-마스킹 부분(48)을 형성하기 위해 콤포넌트로부터 재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커팅 또는 밀링과 같은 공

지의 CND 기계가공 프로세스가 이용될 수 있다.

비-마스킹 부분(48)을 형성하고 조명원(36)으로부터의 광이 통

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료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박막화되는 중의 하나로 될 수 있다.
[0047]

이와 달리, 잉크 또는 기타 불투명 재료가 스크린을 통해 "B" 표면 상으로 선택적으로 통과되어 표시부(18)를
규정할 수 있는 스크린 인쇄(예컨대, 실크 스크리닝)이 이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잉크 또는 기타 재

료는 표시부(18)를 규정하도록 구성된 스탬프를 이용한 잉크 패드로부터 "B" 표면으로의 인쇄 패드 프로세스
(printing pad process)를 활용하여 전사될 수 있다.
[0048]

도 5b를 참조하면, "B" 표면에 도포된 접착성 필름 또는 층을 포함할 수 있는 마스크(35)가 예시되어 있다.

표

시부(18)는 접착성 필름 또는 층을 기판(30)에 입히기 전 또는 후의 어느 하나에서 마스크(34)의 선택된 부분을
절단하거나 펀칭 제거함으로써 규정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접착성 필름 또는 층은, 입혀지기 전에, 광이 표시

부(18)를 통과하지만 마스크(34)의 불투명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인쇄에 의해 규정된 표시부를 갖도록 제조
될 수 있다.
[0049]

조명원(36)은 기판(30), 가변 광투과성 층(32) 및 마스크(34)의 후방측에 위치될 수 있으며, 도 6a에 예시된 바
와 같이 트림 부품(12)에 직접 장착되거나 또는 트림 부품(12) 후방의 차량(10)의 외측 패널(outer panel)에 장
착될 수 있다.

조명원(36)은 이들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하나 이상의 발광 다이오드(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전계 발광 소스(예컨대, 라이트 패드), 백열 조명 전구, 형광 조명 전구, 네온 라이트, 및 레이저를 포
함한 어떠한 적합한 광 발생 장치이어도 된다.
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이어도 된다.

조명원의 또 다른 예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또는 플라즈마 디
조명원(36)은 원격의 광원으로부터 광을 수광하고 그 광을 최

소의 세기 손실로 분배하는 광파이프(light pipe) 및 광섬유(fiber optics)를 포함할 수 있다.

광파이프/광섬

유는 조명원(36)으로부터의 광을 취합하고, 그 광을 표시부(18)에 대응하는 패턴으로 투영할 수 있다.

이에 부

가하여, 조명원(36)은 백색 또는 유색으로 될 수 있거나, 또는 상이한 컬러의 복수의 광원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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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조명원(36)은 차량(10)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명 상태로 유지되거나, 차량(10) 또는
차량의 환경의 하나 이상의 조건에 응답하여 조명 상태와 비-조명 상태 사이에서 교번하도록 적합화될 수 있다.
예컨대, 조명원(36)은 사용자가 점화 장치를 작동하거나,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밟거나,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keyless entry system)을 위한 리모트 포브(remote fob)를
작동하거나, 엔트리 핸들(entry handle)을 터치할 때에, 또는 관찰자가 차량(10)으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거리
내에 있을 때에 조명하도록 적합화될 수 있다.

또한, 조명원(36)은 사용자에 의해 음성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조명원(36)은 조명원(36)으로부터의 광의 세기가 각각의 조명 상태에 대해 상이하게 될 수 있는
복수의 조명 상태로 동작할 수 있다.

예컨대, 조명 상태는 조명원(36)으로부터의 광의 세기가 액티브 조명 상

태 동안보다 작을 수 있는 대기 조명 상태(standby illumination state)를 포함할 수 있다.
[0051]

조명원(36)은 마스크(34)를 형성하도록 적합화될 수 있다.

예컨대, 전계 발광 패드가 표시부(18)를 따르는 형

상으로 될 수 있거나, 또는 패드 상의 마스크 또는 스텐실을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광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하기 위해 패드에 코팅이 도포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0052]

이와 달리, 복수의 LED가 표시부(18)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구성

광파이프 및 광섬유는 사실상 마스크로서 작용하도록 기판(30)에 몰딩될 수 있다.

트림 부품(12)은 또한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을 수신하기 위한 스위치 및 센서와 같은 전자 장치(도시하지 않음)
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트림 부품(12)은 사용자에 의한 작동 시에 신호를 발생하는 멤브레인 스위치, 커

패시턴스 센서 또는 전계 효과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전자 장치는 예컨대 차량(10) 내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및/또는 컴퓨터와 함께 이용될 수 있는 전술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전자 장치를 채용하는 도어 핸들 형태의 트림 부품의 예가 도 12를 참조하여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0053]

도 7은 트림 부품(112)을 갖는 차량(110)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추가의 예의 실시예를 예시하고 있다.

트림 부

품(112)은 도 8 내지 도 11에 더욱 상세하게 예시되어 있으며, 차량(110)의 도어(114)의 외장 표면에 장착된 차
량 도어 핸들로서 예시되어 있다.
[0054]

도 8은 비-조명 상태의 트림 부품(112)을 예시하고 있으며, 트림 부품(112)은 표시부를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트림 부품(112)이 조명되는 때에는, 조명 상태에서의 표시부(118)가 도 9에 예시된 바와

같이 관찰자에 의해 보여질 수 있다.
[0055]

도 9의 표시부(118)는 문자 및 심볼을 포함하는 로고로서 예시되어 있다.

추가로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면, 도어 핸들 형태의 트림 부품(112)은 핸들 베이스(150), 핸들 베이스(150)에
분리 가능하게 장착된 핸들 캡(160), 및 핸들 베이스(150) 및 핸들 캡(160)에 인접하여 도어(114) 상에 장착된
베젤(162)을 포함한다.

트림 부품(112)이 도어 핸들의 기타 기능에 관련되는 기타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은 차량 콤포넌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0056]

핸들 베이스(150)는 도어(114)의 외부 표면에 장착될 수 있으며, 핸들 베이스(150)를 도어(114)에 피봇식으로
장착하기 위해 일단부에 있는 피봇 마운트(152)와 반대쪽 단부(152)에 있는 래치 액추에이터(154)를 포함한다.
피봇 마운트(152) 및 래치 액추에이터(154)는 이들이 차량(110)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도어(114) 안쪽에 위
치될 수 있다.

래치 액추에이터(154)는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도어 래치(도시하지 않음)에 작동식으로 결합

될 수 있으며, 피봇 마운트(152)에 대한 하우징 몸체의 피봇 운동 동안의 래치 액추에이터(154)의 변위가 도어
래치를 해제하며, 이로써 사용자가 도어(114)를 열고 차량(110)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0057]

핸들 캡(160)은 트림 부품(112)에 대한 선택된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핸들 베이스(150)의 전방 표면에 장착될
수 있다.

사용자가 핸들 베이스(150)를 피봇하고 도어 래치를 해제하기 위해 트림 부품(112)을 잡을 때, 사용

자는 핸들 베이스(150) 및 핸들 캡(160) 둘 모두를 잡게 된다.

제1 실시예의 트림 부품(12)과 유사하게, 핸들

캡(160)은 외부 표면(126) 상의 가변 광투과성 층(132) 및 내부 표면(128) 상의 마스크(134)를 갖는 기판(130)
을 포함한다.
포함한다.

트림 부품(112)은 또한 핸들 캡(160)과 핸들 베이스(150) 사이에 위치된 조명원(136)을

기판(130), 가변 광투과성 층(132), 마스크(134), 및 조명원(136)은 제1 실시예의 대응하는 콤포넌

트와 유사하고, 표시부(118) 및 관찰자에 대한 표시부의 시인성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0058]

핸들 캡(160)은 핸들 베이스(150)에 분리 가능하게 장착될 수 있고, 상이한 표시부(118)를 그 위에 갖는 교체
핸들 캡(160)으로 교환될 수 있다.

핸들 캡(160)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마스크 상에 개인화

된 표시부를 갖는 개인화된 핸들 캡으로 트림 부품(112)을 개인화할 수 있다.

더욱이, 트림 부품(112)의 제조

및 조립은 핸들 캡(160)의 교체 가능 특성에 의해 용이하게 될 수 있으며, 핸들 캡(160)은 차량의 특정 제품
(particular make) 또는 모델에 대해 고객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트림 부품(112)의 유일한 부분일 수 있다.
들 캡(160)을 교체할 때, 전체 핸들 캡(160)이 제거되고 교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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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일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134)만이 제거되고 교환되어야 한다.
[0059]

도 12는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의 키패드와 통합된 표시부(118)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예의 실시예를 예시
하고 있다.

표시부(118)는 키패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키패드는 사용자가 도어 래치를 해제하기 위해 트림

부품(112)을 잡고 당길 수 있도록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의 잠금 기구(도시하지 않음)를 잠금 해제하기 위해 사
전에 정해진 시퀀스로 사용자에 의해 터치될 수 있는 개별 키(170)를 가질 수 있다.

키(170)는 사용자가 키리

스 엔트리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터치해야 하는 트림 부품(112) 상의 위치(들)를 식별하는 시각적 표시기를
제공할 수 있다.

키(170)는 키(170)의 뒤쪽에 위치되어 사용자가 키(170)를 터치할 때에 사용자의 손가락의 존

재를 감지할 수 있는 멤브레인 스위치, 커패시턴스 센서, 또는 전계 효과 센서와 같은 스위치 또는 센터 형태의
전자 장치와 연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정해진 시퀀스로 키(170)를 터치할 때, 전자 장치는

도어를 잠금 해제하기 위해 잠금 기구와 작동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다.
[0060]

키(170)는 도 12에 예시된 바와 같이 조명 상태에 있을 때에 사용자에 의해 보여질 수 있으며, 비-조명 상태에
있을 때에는 식별 가능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키(170)는 핸들 베이스(150) 및 핸들 캡(160) 뒤에

위치된 이스커천(escutcheon) 상에 또는 도어(114)의 외부 패널 상에 위치될 수 있다.

표시부(118)를 전술한

스위치 및 센서와 같은 전자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사용자가 터치해야 하는 트림 부품(112) 상의 하나 이상의
위치를 식별하는 시각적 표시기로서 활용하는 개념은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 이외의 응용예에 채용될 수 있다.
[0061]

트림 부품(112)이 스트랩-타입 도어 핸들(strap-type door handle)에 대하여 설명되고 예시되었지만, 트림 부품
(112)은 이러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트림 부품(112)은 선택된 응용예에 적합한 기타 도어 핸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62]

은폐 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다른 트림 부품의 예가 도 13 내지 도 16에 예시되어 있다.

도 13 내지 도 16은 차

량(210)의 사이드 도어(214)에 통합되는 바아(bar) 형태의 트림 부품(212)을 갖는 차량(210)을 예시하고 있다.
도 13에서, 표시부(218)는 조명 상태에 있을 때의 차량(210)의 시인성을 증가시키는 안전 측면 광으로서 기능하
며, 도 14에서의 표시부는 로고로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도 13 및 도 14의 표시부(218)는 또한 운

전자가 차량(210) 내부의 제어 레버를 작동할 때에 점멸하는 방향 신호 표시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 15 및

도 16에서, 표시부(218)는 조명 상태에 있을 때에 차량(210)에 인접한 지면 영역(272)을 조명하는 안전등 또는
퍼들 라이트(puddle light)로서 구성될 수 있다.

조명 상태는 원격 무선 잠금 포브(remote keyless entry

fob)의 작동 시에 또는 임의의 다른 적합한 이벤트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도 15의 표시부(218)는 하나의 기

다란 퍼들 라이트일 수 있는 한편, 도 16의 표시부(218)는 함께 퍼들 라이트를 형성하는 복수의 더 짧은 분리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0063]

트림 부품(12, 112)의 기판(30), 가변 광투과성 층(32) 및 마스크(34)의 상대적인 위치설정은 선택적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예컨대, 마스크(34)가 기판(30)의 전방에 위치될 수 있거나, 또는 가변 광투과성 층(32)이 기판

(30)과 마스크(34) 사이에 위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변 광투과성 층(32)이 기판의 내측 표면(28) 상에 위

치될 수 있고, 마스크가 가변 광투과성 층(32)에 도포될 수 있다.
지 않아도 된다.

트림 부품(12, 112)은 마스크(34)를 포함하

예컨대, 조명원(36)으로부터의 광이 전체 기판(30)을 통해 투과될 수 있다.

부품은 트림 부품의 특정한 영역 상에 광을 포커싱하는 조명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트림

예컨대, 기판(30) 뒤에 위치

된 LCD 디스플레이는 자신의 포커싱된 조명원을 포함하며, LCD 디스플레이는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는 기판(30) 및 가변 광투과성 층(32)을 통과하여 보여질 수 있게 되지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일 때에는
가변 광투과성 층(32)에 의해 은폐될 수 있다.
[0064]

트림 부품의 임의의 실시예의 조합 기판, 마감칠 및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300)의 일례의 흐름도가 도
17a 내지 도 17h에 예시되어 있다.
함으로써 개시된다.

도 17a에 예시된 방법(300)은 단계 302에서 기판(30)에 마스크(34)를 도포

마스크(34)는 기판(30)의 전면 또는 기판(30)의 배면에 도포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

따라, 마스크(34)는 기판(30) 상에 표시부(18) 형태의 스텐실을 위치시키고, 기판(30)에 흑색 페인트와 같은 불
투명 코팅을 스프레이하거나 도포하고, 그 후 스텐실을 제거함으로써 도포될 수 있다.
마스크(34) 반대쪽 면의 기판(30)에 가변 광투과성 층(32)을 도포한다.

다음으로, 단계 304에서

일실시예에 따라, 가변 광투과성 층

(32)은 전술한 고스트 크롬(Ghost Chrome)과 같은 페인트로 기판(30)을 코팅함으로써 도포될 수 있다.

마스크

(34)가 기판(30)의 배면에 도포될 수 있는 경우,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기판(30)의 전면에 도포될 수 있다.
가변 광투과성 층(32)이 도포된 후, 필요한 경우 단계 306에서 가변 광투과성 층(32)에 클리어 코트와 같은 보
호 코팅을 도포한다.
[0065]

도 17a의 방법(300)에서, 단계 302와 단계 304는 반대 순서로 발생할 수 있다.

전술한 방법(300)은 가변 광투과성 층(32)과 마스크(34)를 서로 반대쪽 면에 갖는 기판(30)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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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 방법(300)은 도 17b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가변 광투과성 층(32)과 마스크(34)를 기판(30)의 동일한 면
에 갖는 기판(30)을 발생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도 17b의 방법(300)을 개시하기 위해, 단계 310에서, 기판

(30)에, 예컨대 기판(30)의 배면에 가변 광투과성 층(32)을 도포한다.

일실시예에 따라, 가변 광투과성 층(3

2)은 전술한 고스트 크롬과 같은 페인트로 기판(30)의 배면을 코팅함으로써 기판(30)의 배면에 도포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 312에서 가변 광투과성 층(32)에 마스크(34)를 도포한다.

일실시예에 따라, 마스크(34)는 가변

광투과성 층(32)의 배면 상에 표시부(18) 형태의 스텐실을 위치시키고, 가변 광투과성 층(32)에 흑색 페인트와
같은 불투명 코팅을 스프레이하거나 도포하고, 그 후 스텐실을 제거함으로써 도포될 수 있다.
[0066]

구체적으로 도 17c 내지 도 17h를 참조하면, 이 방법(300)은 도 25 내지 도 31에 관련하여 전술한 다양한 형태
의 트림 부품을 발생하기 위한 개요를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17c의 방법(300)은 단계 315에서 기판의

"A" 표면 상에 불투명 베이스코트를 도포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베이스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16에서 베이스코트의 일부분을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제거하여
원하는 표시부를 규정한다.
[0067]

도 17d의 방법(300)은 단계 317에서 기판의 "A" 표면 상에 불투명 베이스코트를 도포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베

이스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18에서 베이스코트의 일부분
을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제거하여 원하는 표시부를 규정한다.
도 표시부 위에 클리어 코트를 도포한다.

그 단계의 완료 후, 단계 319에서 적어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클리어 코트는 필요에 따라 트림 부품의

전체 외장 표면까지 이러한 외장 표면을 포함하여 표시부 이상으로 도포될 수도 있다.
단계 320에서 기판의 "A" 표면 상에 불투명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도 17e의 방법(300)은

프라이머가 건조 또는 경화

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21에서 프라이머 위에 불투명 베이스코트를 도포한다.
베이스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22에서 프라이머 및 베이
스코트의 일부분을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제거하여 원하는 표시부를 규정한다.
[0068]

도 17f의 방법(300)은 단계 323에서 기판의 "A" 표면 상에 불투명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프라

이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24에서 프라이머 위에 불투명 베
이스코트를 도포한다.

베이스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25

에서 프라이머 및 베이스코트의 일부분을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제거하여 원하는 표시부를 규정한다.
그 단계의 완료 시에, 단계 326에서 적어도 표시부 위에 클리어 코트를 도포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클리어 코트는 필요에 따라 트림 부품의 전체 외장 표면까지 이러한 외장 표면을 포함하여 표시부 이상으로 도
포될 수도 있다.
[0069]

도 17g의 방법(300)은 단계 327에서 기판의 "A" 표면 상에 불투명 베이스코트를 도포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베

이스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28에서 베이스코트 위에 클
리어 코트를 도포한다.

클리어 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29에서 베이스코트 및 클리어 코트의 일부분을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제거하여 원하는 표시부를 규정
한다.
[0070]

최종적으로, 도 17h의 방법(300)은 단계 330에서 기판의 "A" 표면 상에 불투명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것으로 개
시된다.

프라이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31에서 프라이머

위에 불투명 베이스코트를 도포한다.

베이스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32에서 베이스코트 위에 클리어 코트를 도포한다.

클리어 코트가 건조 또는 경화되거나, 또는 그

후의 작업을 위해 준비가 된 후, 단계 333에서 프라이머, 베이스코트 및 클리어 코트의 일부분을 예컨대 레이저
에칭 등에 의해 제거하여 원하는 표시부를 규정한다.
[0071]

은폐 가능한 표시부를 갖는 차량 트림 부품은 비-조명 상태에 있을 때에 표시부 및 조명원을 은폐하는 이점이
있으며, 조명 상태에 있을 때에는 표시부의 눈에 띄는 외관(captivating appearance)을 제공한다.
량의 미적인 외관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시부는 사용되지 않을 때에 감춰지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차

이에 부가하여, 시각

적으로 주목을 끄는 표시부는 효과적인 광고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의 개인화를 위한
창의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0072]

본 발명의 추가 예시적인 실시예가 도 18 및 19에 도시되어 있다.

도 18 및 19의 실시예는 전술한 실시예의 특

징들 중 많은 것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도 18은 상부의 선택적 광투과성 표시부 코팅(422)을 가진 도어 핸들 어셈블리

(410)의 예시적인 분해도를 도시하고 있다.

표시부 코팅(422)은 수문자 또는 심볼과 같은 패턴(424)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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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러한 패턴은 태양광과 같은 빛이 도어 핸들 어셈블리(410)에 비칠 때는 보이지 않지만, 백라이팅될
때는 보일 수 있다.

표시부 코팅(422)은 도어 핸들 어셈블리(410)에 통합될 수 있어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표시부가 보이지 않을 때, 도어 핸들 어셈블리(410)는 부착되어 있는 차량의 나머지 부분과 이음매 없이 조화를
이룬다.
[0073]

도어

핸들

어셈블리(410)는,

차량

도어(미도시)에

피봇식으로

장착되며

차량의

내부에

위치한

도어

래치(미도시)에 작동식으로 결합된 핸들 하우징(412)과 짝을 이루는 그립 커버(418) 형태의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립 커버(418)와 핸들 하우징(412)은 함께 사용자가 움켜쥘 수 있는 그립을 형성할 수 있다.

도어 핸

들 어셈블리(410)는, 핸들 하우징(412)에 장착되며 하우징(412)과 그립 커버(418) 사이에 샌드위치되는 조명원
홀더(41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조명원 홀더(414)는, 패턴(424)에 백라이팅을 제공하는 복수의 조명 요소

(430)를 포함하는 조명원 어셈블리(416)를 지지할 수 있다.

조명 요소(430)는, 개별적으로, 선택된 그룹으로,

또는 동시에 조명될 수 있는 LED와 같은 어떤 적절한 광원일 수 있다.

조명원 어셈블리 와이어 하니스(432)는,

차량 전원 및 조명 요소(430) 중 하나 이상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미도시)에 연결되도록 핸들 하
우징(412)을 관통하여 연장될 수 있다.

도어 핸들 어셈블리(410)는 또한 그립 커버(418)에 인접하여 동일한 면

으로 연장되는 차량 도어에 장착된 베젤(420)을 포함할 수 있다.
[0074]

표시부 코팅(422)은 스프레이 공정, 수로 또는 침지 공정과 같은 코팅 공정, 또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다른 적절한 코팅 공정을 통해 그립 커버(418)에 적용될 수 있는 특수 페인트 또는 마감칠을 포함할 수 있다.
특수 페인트 또는 마감칠은 선택적 광투광성 코팅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코팅은 조명원 어셈블리(416)가
패턴(424)을 백라이팅하도록 활성화되어 패턴이 보일 수 있게 하기 전까지는, 본질적으로 패턴(424)이 밝은 빛
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하게 제어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표시부 코팅(422)의 두께는 선택된 수준의 광투과성을 제공하도록 미세

표시부 코팅(422)은 2가지 다른 두께로 적용될 수 있고, 더 얇은 두께는 패턴(424)과 관

련되고, 더 두꺼운 두께는 코팅(422)의 나머지 영역과 관련된다.
[0075]

백라이팅될 때 가시적으로 되는 선택된 패턴(424)은 또한 표시부 코팅(422)의 일부분의 변형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어서, 그러한 패턴과 관련된 광투과성을 향상시킨다.

예컨대, 표시부 코팅(422)은 기판 전체에 걸쳐 적용된

이후에, 선택된 패턴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고, 좀 더 광투과성인 코팅으로 대체될 수 있다.

표시부 코팅

(422)이 패턴 위에 적용되지 않도록, 표시부 코팅(422)의 적용은 스텐실 또는 페인트 마스크의 사용 등을 통하
여 제어될 수 있다.

표시부 코팅(422)은 도어 핸들 어셈블리(410)에 비치는 빛을 반사하도록 구성될 수

있어서, 백라이팅되지 않을 때 표시부의 은폐를 향상시킬 수 있다.
[0076]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된 패턴(424)에 대응하는 표시부 코팅(428)은, 투과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나머지
표시부 코팅(422)의 불투명성 또는 마스킹 능력을 유지하도록, 스코어링(scoring), 미세 크로스해칭(fine
crosshatching), 점묘법(stippling), 에칭, 카빙(carving) 등과 같은 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거 또는 절개될
수 있다.

표시부 코팅(422)에서 선택된 패턴의 투과성을 제어하도록 제어될 수 있는 다른 특성은, 페인트

색상, 조명 요소(430)의 색상, 조명 요소(430)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세기 등을 포함한다.

전술한 특수 페인트

또는 마감칠의 사용은, 선택된 문자 또는 심볼(424)을 조명하기 위하여 별개의 마스크가 조명원 어셈블리(416)
로부터의 빛을 차단할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마감 코팅과 마스크층 양자 모두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일층은, 차량 전체 색상 및 마감과 조화될 수 있는 도어 핸들 어셈블리를 생성하면서도 추가층을 제거함으로
써, 도어 핸들 어셈블리(410)를 제작하는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산을 가속화시키고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0077]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차량 도어 핸들 또는 차량에 제한되지 않는다.
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가정용 기기와 같은 용품에 통

도 20은, 내부 드럼(미도시)으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도어(346)를 가진 캐비넷(344)을 포함하

는 자동 의류 건조기(34)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 일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의류 건조기(340)는

또한, 의류 건조기(340)의 상부에 장착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348)를 포함하는 제어 패널(342) 형태의 기판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348)는 복수의 작동키(356) 및 디스플레이(358)를 가질 수 있다.

널(342)은 또한 제어 노브(350) 및 제어 버튼(360)을 포함할 수 있다.

제어 패

노브, 키, 버튼, 디스플레이, 및 다른

대화형(interactive) 제어 장치는 정보 및 제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0078]

키(356), 제어 노브(350), 및 제어 버튼(360)은 동일면 상에 장착된, 소프트 터치 제어 휠, 버튼, 및 키, 또는
사용자의 손가락이 센서 근처에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고, 표시부 코팅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전계 효
과 센서 또는 전기용량형 센서와 같은 센서를 이용하는 제어 휠, 버튼, 및 키를 포함할 수 있다.

[0079]

사용자 인터페이스(348), 제어 노브(350), 및 제어 버튼(360)을 포함하는 제어 패널(342)은, 의류 건조기(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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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 중이 아닐 때 제어 패널(342)이 효율적으로 은폐될 수 있고, 의류 건조기(340)가 사용 중일 때 제어 패
널(342), 사용자 인터페이스(348), 제어 노브(350), 및 제어 버튼(360)이 백라이팅되어 기기의 사용자가 이것들
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시부 코팅을 가지도록 구성될 수 있다.

자연광 또는 일반적인 실내 조명과 같

은 밝은 빛에서, 제어 패널(342), 사용자 인터페이스(348), 제어 노브(350), 및 제어 버튼(360)을 충분히 조명
할 수 있는 조명원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명원은 복수의 조명 요소를 포함하

는 조명원 어셈블리를 지지하는 조명원 홀더를 포함할 수 있다.

차량 도어 핸들 어셈블리보다 가정용 기기 제

어 패널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요소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내라고 추정된다.
[0080]

도 21은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일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명원은, 조명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
지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어셈블리(370)를 포함할 수 있다.
레이 콘솔(371) 및 표시부 코팅(382)을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어셈블리(370)는 7-세그먼트 디스플

디스플레이 콘솔(371)은 외함(enclosure; 372)을 포함

할 수 있고, 외함은 적어도 하나의 조명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표시부(380), 관련된 전자 제어 회로, 파워 서
브어셈블리 등을 포함하고, 와이어 하니스(374)와 커넥터(376)를 통해 전기 시스템에 연결된다.

외함(372)의

일벽을 따라 연장되는 디스플레이 패널(378) 형태의 기판은 수문자와 같은 하나 이상의 표시부(380)를 통합하거
나 덮을 수 있다.

선택된 색상 및 마감칠을 가진 표시부 코팅(382)은 디스플레이 패널(378)에 적용될 수 있어

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은폐하고 디스플레이 콘솔(372)을 인접한 패널과 조화시킬 수 있다.
표시부 코팅(382)은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표시부(380) 위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표시부

코팅(382)은 복수의 투과성 부분(384)을 통합할 수 있고, 투과성 부분 각각은 표시부(380)와 정렬되고, 마스킹
부분(386)에 의해 둘러싸인다.

디스플레이 어셈블리(370)는 차량 부품, 가정용 기기, 표지판, 신호 장치 등과

통합될 수 있다.
[0081]

표시부만이 관측되거나 오직 정보만을 전달하는 부품 또는 응용예를 위하여, 전술한 표시부 코팅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시부가 키패드와 같은 기능의 선택을 추가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라면, 그 구성은 전계 효과

센서, 전기용량식 센서, 압력 패드, 멀티 터치 스크린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기능성 스위치를 통합할 수 있다.
[0082]

제어 패널은 각각의 선택가능한 제어부를 위한 조명원과 함께 구성될 수 있다.

제어 패널의 어떤 부분을 터치

하는 것이 조명원을 활성화하도록 구성된 예컨대 전계 효과 센서를 이용하여, 각각의 선택가능한 제어부와 관련
된 특정 표시부가 가시적으로 되고,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효과 센서, 멀티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개개의 표시부가 또한 전계

사용자가 제어부의 활성화를 완성한

후에, 선택된 제어부와 관련되지 않은 표시부 및 조명원이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도록 제어 패널 전자장치가 구
성될 수 있다.

물의 온도, 세탁물 부하 무게, 선택된 세탁 사이클 등과 같은 선택된 작동 또는 기능과 관련된

정보 표시부는 계속하여 조명될 수 있다.
적절할 수 있다.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어셈블리는 그러한 정보를 표시하는데 특히

따라서, 예컨대 가정용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선택된 동작 또는 기능과 관련된 표시부만이

조명된 채로 유지될 것이다.

선택된 동작 또는 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표시부는 은폐되고, 상부의 마감층은 인

접한 표면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0083]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선택적 광투과성 표시부 코팅은 또한 브레이크등, 주차등과 같은 것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표시부 코팅은, 브레이크등, 주차등, 방향표시등과 같은 것에 대응하는 영역에서 광투과성을 위해 구성

될 수 있고, 표시부 코팅의 나머지 부분은 마스킹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불투명할 수 있다.

주변광에서, 브레

이크등, 주차등, 방향표시등과 같은 것은 표시부 코팅 뒤에 은폐될 것이고, 전체 어셈블리는 차량의 인접한 부
분의 색상 및 마감칠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방향표시등을 사용할 때, 또는 브레

이크등을 활성화시킬 때, 빛은 투과성 영역을 통과하여 전파될 것이다.
[0084]

표시부 코팅은 차량 도어 또는 다른 패널에 통합된 잠금/잠금해제 표시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키, 전자 열

쇠(key fob)와 같은 무선 제어기, 또는 코드 기반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code-based keyless entry system)으
로 도어가 잠금해제되었을 때, 광 요소가 잠금/잠금해제 상태를 표시하도록 잠시 활성화될 수 있고, 비활성화되
었을 때, 광 요소는 표시부 코팅 뒤로 은폐될 수 있어서 인접한 패널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0085]

다른 적용예는 실내등(dome light), 보조 외부등, 번호판 조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트

림 부품은, 항공기, 선박, 모터사이클, SEA-DOOS® 및 WAVERUNNERS®와 같은 개인용 선박, 전천후 차량 등과 같
은 다른 운송수단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트림 부품은 또한,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받침과 같은 가정용 기기의 일부, 및 진공 청소기, 붙박이형 믹서, 블렌더, 커피메이커, 라디오, 음향기기, 조
리기구와 같은 휴대용 가정용 기기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 디스플레이 또는 제어부를 통합하는 실질적

으로 어떠한 활성화가능한 장치도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트림 부품을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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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의 사용은, 조명원이 활성화되어 표시부가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표시부 및 조명원을 은폐함으로써 그러한
장치의 스타일과 외관을 개선시킬 수 있다.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킹 부분 양자 모두로서 구성될 수 있는 단일

층의 사용은, 장치의 제조 및 마감을 단순화시키고, 장치의 외관을 개선시키며, 제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0086]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르면, 가변 광투과성 층(32)이 기판(30)에 일체화될 수 있다.

예컨대, 기판

(30)은 선택된 색상을 가진 중합체로 몰딩될 수 있고, 기판(30)의 벽 두께는 가변 광투과성 층(32)에서 필요한
광학적 특성을 얻도록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판(30)은 또한 트림 부품(12)을 위한 가변 광투

과성 층(32)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0087]

대안적으로, 마스크(34)는 투샷 몰딩 공정(two shot molding process)으로 생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복수의
수지가 단일 몰드 내로 주입되어 마스킹 부분 및 비-마스킹 부분(46, 48)을 생성할 수 있다.

관련된 인서트/오

버 몰딩 공정에서, 투명한 고체 부품이 몰드 내로 주입될 수 있고, 수지와 같은 불투명한 물질이 투명한 부품
주위로 주입될 수 있다.

불투명한 재료에 의해 덮이지 않은 투명한 부품의 부분은 비-마스킹 부분(48)을 형성

할 수 있고, 불투명한 재료는 마스킹 부분(46)을 형성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마스크(34)는, 비-마스킹 부분

(48)을 형성하도록 몰딩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얇을 수 있는 벽을 가진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판(30)일 수 있는 단일 부품, 또는 기판(30)으로부터 독립된 부품을 몰딩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0088]

본 발명의 추가 예시적 일실시예가 도 22에 도시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도시된 트림 부품(450)을 포함하고 있
다.

도 22의 실시예는 전술한 실시예들의 특징들 중 많은 것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 22의 실시예는, 트림 부품

구조체(450)가 인서트 몰딩 마스크(37)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도 5a 및 5b의 실시예와 동일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트림 부품 구조체(450)는 기판(30), 상부의 가변 광투과성 층(32), 및 조명원(36)을 포함할
수 있고, 인서트 몰딩 마스크(37)는 기판(30)과 조명원(36)의 사이에 위치한다.
[0089]

인서트 몰딩 마스크(37)는 선택된 표시부를 가진, 미리 형성된 보조 기판, 종래의 강성 인쇄회로보드, 가요성
필름, 가요성 인쇄회로보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인서트 몰딩가능한 반투명 필름은 우선 선택된 표시

부에 대응하는 불투명하고 반투명한 영역을 한정하도록 인쇄될 수 있다.
표시부를 한정하는 레이저 커팅 또는 다이 커팅 영역으로 준비될 수 있다.
에 배치되어, 기판(30)의 "B" 표면에 몰딩될 수 있다.
로 주입되어 경화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불투명한 필름은 선택된
준비된 조각은 인젝션 몰딩 툴 내부

기판 재료는 인서트 몰딩 마스크(37)에 맞댄 몰딩 툴 내

따라서, 마스크(37)는 몰딩된 기판(30)과 통합되어, 트림 부품(410)을 위한 표시

부를 제공하기 위한 후속적인 작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가변 광투과성 층(32)은, 트림 부품 구조체(450)

를 완성하도록 기판(30)의 "A" 표면(26)에 적용될 수 있어서, 백라이팅이 없이 태양광과 같은 주변광이 트림 부
품(410)에 비칠 때 표시부(18)를 식별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백라이팅될 때는 표시부(18)를 식별할 수

있다.
[0090]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 일실시예가 도 23에 도시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도시된 트림 부품(460)을 포함하고 있
다.

도 23의 실시예는 전술한 실시예들의 특징들 중 많은 것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 23의 실시예는, 트림 부품

구조체(460)가 가요성 PCB 마스크(38)를 포함할 수 있어서, 트림 부품 구조체(460)가 비직선 구조로 선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트림 부품 구조체(460)는 기판(30), 상부의 가변 광투과성 층(32), 및 조명

원(36)을 포함할 수 있고, 가요성 PCB 마스크(38)는 기판(30)과 조명원(36)의 사이에 위치한다.
[0091]

가요성 PCB 마스크(38)는 폴리아미드, 투명 도전성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재료, 또는 가요성 필름 상에 인쇄된
하나 이상의 전자 회로(미도시)를 가진 다른 적절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실시예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될 수 있다.

가요성 PCB 마스크(38)는 전술한

예컨대, 가요성 PCB 마스크(38)는 표시부(18)를 한정하기 위하여

불투명 및 반투명 영역으로 잉크를 적용할 수 있다.

반투명 영역의 투과성은 잉크의 존재 또는 부존재, 사용된

인용의 유형, 잉크의 두께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선택된 표시부에서 불투명 및

반투명 영역의 인쇄는 인쇄 공정 동안 마스킹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가요성 PCB 마스크(38)는 가요성 불투명

필름으로 제조될 수 있고, 표시부(18)는 필름의 일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한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일실시예에서, 표시부(18)를 한정하는 불투명 및 반투명 영역으로 미리 인쇄될 수 있는 가요성 필름은 가요성
PCB에 결합되어 가요성 PCB 마스크(38)를 형성할 수 있다.
[0092]

가요성 PCB 마스크(38)는 기판(30)의 "B" 표면(28)에 적용될 수 있다.

트림 부품 구조체(460)가 비직선 구조를

가진다면, 기판(30) 및 조명원(36)은 가요성 PCB 마스크(36)를 "B" 표면(28)에 적용하기 전에 그러한 구조를 수
용하도록 제조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가요성 PCB 마스크(38)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판(30)과 인서트 몰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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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판(30), 가변 광투과성 층(32), 가요성 PCB 마스크(38), 및 조명원(36)은, 조명의 변화하는 조건

하에서 표시부(18) 및 관측자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전술한 실시예들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0093]

개략적인 트림 부품(480)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 형태가 도 24 에 도시되어 있다. 도 24 의
실시 형태는 앞에서 설명한 실시 형태의 특징들을 많이 공유하는데,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에 필요하지 않으면
그 특징들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트림 부품 구조체(480)가 통상적인 강성 FR4

형 PCB 마스크(39)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24 의 실시 형태는 도 5a, 5b, 22 및 23 의 실시
형태와 동일할 수 있다.

강성 PCB 마스크(39)는 일반적으로 직선형인 트림 부품 구조체(480)에 결합될 수

있다.
[0094]

강성 PCB 마스크(39)는 불투명한 FR4형 재료를 포함할 수 있고, 예컨대 레이저 커팅, 천공, 라우팅, CNC 가공
등에 의해 일 부분이 선택적으로 제거되어 표시부(18)를 규정하게 된다.
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기판(30)의 "B" 표면(28)에 결합될 수 있다.

강성 PCB 마스크(39)는 여기서 일반적
기판(30), 가변 광투과성 층(32), 강성

PCB 마스크(39) 및 조명원(36)은 일반적으로 표시부(18) 및 다른 조명 조건 하에서 관찰자에 대한 표시부의 식
별성에 대하여 앞 실시 형태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0095]

도 32 및 33a ∼ 33d 를 참조하면,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종류의 차량, 예컨대 전기 차량, 하이브리
드 차량 또는 화석 연료 동력식 차량을 위한 차량용 외장 트림 부품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가 나타나 있다.

도 32 및 33a ∼ 33d 의 실시 형태는 앞에서 설명한 실시 형태의 특징들을 많이 공유하는

데,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에 필요하지 않으면 그 특징들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0096]

외장 트림 부품은 사이드 미러, 도어 핸들 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다른 외장 트림 부품일 수 있다.

예

시적인 실시 형태에서, 트림 부품은 차량 도어(미도시)의 외부 표면에 장착되는 종류의 차량용 도어 핸들(500)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0097]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적인 실시 형태의 도어 핸들(500)은 스트랩부(501) 및 핸들 캡(510)을 포함한다.

관행에

따르면, 스트랩부(501)는 차량 도어(미도시)의 외부 표면에 장착될 수 있고, 또한 스트랩부(501)를 도어에 피봇
식으로 장착하기 위해 스트랩부의 일 단부에 있는 피봇 장착부(502) 및 반대쪽 단부에 있는 래치 액츄에이터
(503)를 포함한다.

피봇 장착부(502) 및 래치 액츄에이터(503)는 일반적으로 도어의 내부에 위치되며 그래서

차량의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래치 액츄에이터(503)는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도어 래치 기구(미도시)에

작동 연결될 수 있고, 관행에 따르면, 스트랩부(501)의 선회 운동 중에 래치 액츄에이터(503)가 변위되면 도어
래치가 풀리게 되고, 그래서 사용자는 도어를 열고 차량에 들어갈 수 있다.
[0098]

핸들 캡(510)은 스트랩부(501)의 일 단부 가까이에서 차량 도어에 장착되어, 트림 부품의 선택된 외양을 제공한
다.

[0099]

여기서 개시된 다른 실시 형태처럼, 트림 부품(보다 구체적으로는 도 32 및 33a ∼ 33d 의 실시 형태에서는 외
부 도어 핸들)은 내부 표면(503a)과 외부 표면(503b) 및 적어도 부분적으로 광투과성인 기판(504)을 포함하며,
이 기핀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제 1 표면(504a)과 제 2 표면(504b)을 갖는다.

기판(504)의 제 1 표면(504a)에

있는 가변 광투과성 층(505)은 비-광투과성 불투명 부분(505a) 및 광투과성 부분(505b)을 포함하고, 광투과성
부분(505b)은 조명 상태에 있는 조명원에 의해 백라이팅되면 시각적으로 인지가능한 표시부(506)를 규정한다.
[0100]

특히 도 32 를 참조하면, 예시적인 실시 형태의 외장 트림 부품은 예컨대 그리고 비제한적으로, 스트랩 핸들
(501)의 커버(501a)의 형태로 된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커버는 차량 도어(미도시)에 피봇식으로 장착되는
베이스(501b)와 짝을 이루며, 이 베이스는 도어의 내부에 위치되는 도어 래치(미도시)와 작동 연결된다. 커버
(501a) 및 베이스(501b)는 함께 핸들(500)의 스트랩부를 규정한다.

[0101]

기판(504), 가변 광투과성 층(505) 및 시각적으로 인지가능한 표시부(506)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어떤 방
식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예컨대, 광투과성 부분은 적어도 실실적으로 불투명한 가변 광투과성 층(505)을 통

해 규정되는 하나 이상의 라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고, 이들 라인은 조명 상태에 있는 조명원(520)에 의해 백라
이팅되면 시각적으로 인지가능한 표시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명원(520)이 그의 비-

조명 상태에 있을 때 각각의 라인은 트림 부품으로부터 적어도 약 3 피트의 거리에서는 육안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못한다.
[0102]

대안적으로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가변 광투과성 층의 비-광투과성 불투명 부분 및 광투과성 부분은 기판과
관련된 마스크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데, 이 마스크는 적어도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킹 부분을 규정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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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스킹 부분은 마스킹 부분 보다 더 많은 빛을 투과시키게 된다.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킹 부분 둘 다를 가

로질러 마감칠이 연장되어 있는데, 이 마감칠은, 조명원이 비-조명 상태에 있을 때 상기 마스킹 부분과 비-마스
킹 부분 사이의 시각적 차이를 은폐하고 또한 조명원이 조명 상태에 있을 때는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를 규정
하도록 되어 있다.
[0103]

다른 대안으로, 조명원은 마스크를 형성하도록 될 수 있다.

예컨대, 전계발광 패드가 표시부에 따라 몰딩될 수

있거나, 또는 그 패드 상에 마스크 또는 스텐실(stencil)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을 규
정하기 위해 코팅을 상기 패드에 가할 수 있다.
[0104]

대안적으로, 복수의 LED가 표시부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딩되어 마스크로서 효과적으로 역할할 수 있다.

광 파이프 및 광섬유가 기판 내에 몰

전술한 바와 같이, PCB 마스크는 폴리미드, 투명한 전도성 폴

리에스테르와 같은 재료 또는 하나 이상의 전자 회로(미도시)가 가요성 막 상에 인쇄되어 있는 다른 적절한 재
료로 제작될 수 있다.
있다.

가요성 PCB 마스크는 불투명 영역과 반투명 영역으로 잉크가 칠해져 표시부를 규정할 수

반투명 영역의 투과율은, 잉크의 존재 여부, 사용되는 잉크의 종류, 잉크의 두께 등과 같은 인지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어될 수 있다.

또는, 선택된 표시부에서 불투명 영역과 반투명 영역의 인쇄는 인쇄 공정 중에 마스킹으로 제
가요성 PCB 마스크는 가요성의 불투명 막으로 제작될 수 있고, 그 막의 일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표시부(506)가 규정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표시부(506)를 규정하는 불투명 영역과 반투명 영역으로
미리 인쇄될 수 있는 가요성 막을 가요성 PCB에 결합하여 가요성 PCB 마스크를 형성할 수 있다.
[0105]

또는, 가변 광투과성 층(505)의 두께는 선택된 수준의 광 투과율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 깊게 제어될 수 있다.
예컨대, 가변 광투과성 층(505)은 두 가지의 다른 두께로 가해질 수 있는데, 더 작은 두께는 표시부(506)를 규
정하고, 더 큰 두께는 가변 광투과성 층(505)의 나머지 비-광투과성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0106]

백라이팅되면 보일 수 있게 되는 선택된 표시부(506)는 또한, 그러한 표시부와 관련된 광 투과율이 향상되도록
가변 광투과성 층(505)의 일 부분을 수정하여 얻어질 수 있다. 예컨대, 가변 광투과성 층(505)의 일 부분을 표
시부(506)를 규정하는 영역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더 큰 광 투과율의 코팅으로 대체할 수 있다.

[0107]

또는, 가변 광투과성 층(505)의 비-광투과성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 재료 또는 코팅을 가하는 것은, 표시부(50
6)를 포함하는 광투과성 부분을 음으로 규정하기 위해, 예컨대 스텐실 또는 페인트 마스크를 통해 제어할 수 있
다.

이어서 표시부는 더 큰 광 투과율의 코팅으로 피복될 수 있다.

또한, 가변 광투과성 층(505)는, 도어 핸

들 어셈블리(500)에 닿는 빛을 반사시켜 백라이팅되지 않을 때 표시부(506)의 은폐를 향상시키도록 될 수도 있
다.
[0108]

또한, 가변 광투과성 층(505)은 분무 공정, 수로 또는 침지 공정 또는 당 업계에 알려져 있는 다른 적절한 코팅
공정과 같은 코팅 공정을 통해 커버(501a)에 가해질 수 있는 특수 페인트 또는 마감칠을 포함할 수 있다.

특수

페인트 또는 마감칠은, 조명원(520)이 활성화되어 표시부(506)에 백라이트를 주어 그 표시부를 보일 수 있게 할
때까지는 본질적으로 표시부(506)가 밝은 빛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선택적 광투과성 코팅을 포함할 수 있다.
[0109]

표시부(506)는 또한, 비-광투과성 부분(505a)의 불투명성 또는 마스킹 능력을 유지하면서, 표시부를 통과하는
조명 투과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컨대 새김눈 처리, 미세 크로스해칭 처리, 점묘(stippling), 에칭, 조각 등
에 의한 부분적인 제거 또는 절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0110]

가변 광투과성 층(505)의 투과율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될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페인트 색, 조명원(520)의 색
(들), 조명원(520)에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 등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특수 페인트 또는 마감칠을 사용

하면, 표시부(506)를 조명하기 위해 조명원(520)으로부터의 빛을 차단하는 별도의 마스크가 필요 없을 수 있다.
더욱이, 마감 코팅 및 마스크 층 모두의 역할을 하는 단일 층을 사용하면, 차량의 전체 색 및 마감칠와 조화될
수 있는 도어 핸들 어셈블리를 제조하면서 추가적인 층이 필요 없게 되어 도어 핸들 어셈블리(500)의 제작 공정
이 단순하게 되며, 이에 의해 생산이 촉진되고 또한 비용이 감소 된다.
[0111]

언급한 바와 같이, 외장 트림 부품(500)은 스트랩부(501)의 내부에 위치되는 조명원(520)을 더 포함하는데, 이
조명원은 광투과성 기판(504) 및 가변 광투과성 층(505) 밑에 배치된다.

조명원(520)은 하나 이상의 발광 다이

오드(LED)(521),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전계발광원(예컨대, 광 패드), 백열 전구, 형광 전구, 네온등 및
레이저를 포함하여(이에 한정되지 않음) 어떤 적절한 광 발생 장치라도 될 수 있다. 조명원의 다른 예는 액정
디스플레이(LCD) 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일 수 있다.

조명원(520)은, 멀리 있는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최소의 세기 손실로 그 빛을 분산시키는 광 파이프 및 광섬유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광 파이프/광섬유는 조명원(520)으로부터 빛을 모아서 그 빛을 표시부에 대응하는 패턴으로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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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조명원(520)은 백색이거나 유색일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색을 갖는 복수의 광원을 포함할 수 있다.
도 32 및 33a ∼ 33d 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서, 조명원(520)은 비제한적인 예로, 적어도 하나의 광 파이프 가
까이에 배치되며 서로 다른 색을 갖는 복수의 LED를 포함한다.

그 적어도 하나의 광 파이프는 스트랩부(501)의

실질적인 길이를 따라 연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후술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LED를 선택적으로 개별적으로 조명
하면, 스트랩부(501)의 실질적인 길이에 걸쳐 표시부가 보일 수 있게 된다.
[0112]

도어 핸들 어셈블리(500)는 베이스(510b)와 커버(501a) 사이에 장착되는 조명원 홀더(522)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조명원 홀더(522)는 조명원(520)을 지지하며, 이 조명원은 다른 곳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표시부(506)에 대한 백라이트를 제공하는 복수의 조명 요소(521)를 포함할 수 있다.

조명

요소(521)는 개별적으로, 선택된 그룹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조명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LED) 등과 같은 어
떤 적절한 광원이라도 될 수 있다.
[0113]

조명원(520)은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고, 그 차량의 하나 이상의 조건에 응하여 조명 상태 또는 비
-조명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32 및 33a ∼ 33d 의 실시 형태에 따르면, 외장 트림 부품은

적어도 차량 배터리(들)의 충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이는 전기 커넥터(515)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이 전기 커넥터는 또한 조명원(520)에 전력을 제공한다.

일 실시 형태에서, 조명원(520)은, 미리 정해진

하나 이상의 행위에 응하여 또한 더욱이 차량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LED의 선택적인 조명을 제어하도록 프
로그램되어 있는 PCB(523)를 포함한다.

예컨대, PCB는 외부 전원이 자동차에 연결되는 경우, 사용자가 "키이

포브(fob)" 리모트를 조작하는 경우, 키이 포브 리모트를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차량에 가까이 있는 경우 등
에 응하여 LED를 선택적으로 조명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0114]

조명원(520)이 그의 조명 상태에 있을 때, 시각적 인지가능 표시부(506)는 적어도 하나의 차량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표시하게 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속 도 33b ∼ 33d 를 참조하면, 표시부(506)는 조명원

(520)이 조명될 때 광투과성 부분(505)을 통해 선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서로 다른 색의 라이트를 단순 히 포함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명 색은 예컨대 그리고 비제한적으로 차량 배터리의 "완전 충전" 상태(녹색 LED

조명), "충전중" 상태(황색 LED 조명) 및 "낮은 충전" 상태(적색 LED 조명)에 대응하여 선택될 수 있다.

물론,

더 많거나 더 적은 충전 상태가, 조명된 표시부에 의해 그리고 동일하거나 다른 색의 조명으로 표시될 수도 있
다(예컨대, "낮은 충전" 상태 및 "완전 충전" 상태만)(LED 라이트 또는 몇몇 다른 조명원이든).
[0115]

다른 한편, 조명원(520)이 비-조명 상태에 있을 때, 표시부는 육안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지불가능하다(도 33a).

[0116]

또한, 본 발명의 전술한 실시 형태는, 예컨대 그리고 비제한적으로 사이드 미러, 도어 패널, 범퍼대, 차체 패널
등을 포함하여, 도어 핸들 외의 다른 외장 트림 부품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0117]

도 32 및 33a ∼ 33d 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와 관련하여 전술한 표시부는 단지 다른 색의 조명을 내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또한 마찬가지로 비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시부는, 차량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더 정량화가능하게 보여주는(하나 이상의 조명 색으로) 예컨대 배터리 충전계와 같은 그래픽 요소를 포
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충전계는 예컨대 배터리, 배터리의 가변적인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복수의 서로 인접

한 "바아" 또는 직사각형 등을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컨대, 상기 표시부는 차량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사용자에게 적어도 피상적으로 알려주는데 충분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표시부를 구성할 수 있다.
[0118]

전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 의하면, 충전 상태 표시기를 노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격실을 열 필
요 없이 또한 여기서 개시된 은폐된 조명 수단에 의해 차량의 외장 트림 부품의 미관을 영구적으로 해치지
않고, 하나 이상의 경우(즉, 차량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외부 전원에 연결되는 경우, 사용자가 차량에 접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차량의 키이 포브 리모트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차량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용이하게 알려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발명에 의하면, 차량의 외부를 보고 있는 사람

에게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는 선택적으로 보일 수 있거나 또는 적어도 실제적으로 안 보일 수 있다.
[0119]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부는 앞에서 설
명한 방식으로 은폐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표시부는 조명원으로부터의 조명이 없을 때에도 보일 수 있도록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외장 트림 부품에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그리고 도 32 및 33a ∼

33d 의 실시 형태를 예로 들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가변적인 색의 조명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핸
들의 커버(501a)는 투명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러한 투명한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면, 차량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핸들
이 선택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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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이상의 설명은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변경 및 변화가 첨부된 청구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요지 및 넓은 양태에서 벗어남이 없이 가능하고, 그러한 변경 및 변화는 균등의 원칙을 포
함하는 특허법의 원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 범위에 나타나 있는 구성 요소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그 구성 요소를 단수로 한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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