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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본 발명은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장갑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장갑의 안쪽, 즉 손바닥 부분에 굽힘 센서를 부
착하여 보다 정밀하게 사용자의 손의 형태를 감지함으로써 가상 공간상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갑 기
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장갑 기반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갑의 손
가락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손가락에 굽힘 센서가 구비되되, 상기 굽힘 센서는 상기 장갑의 안쪽 면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한다.

대 표 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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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갑 기반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갑의 손가락 중 적어도 하나의 손가락에 굽힘 센서가 상기 장갑의 안쪽 면에 구비되되,
상기 굽힘 센서는,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 말단 마디에 위치되며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에 밀착되도록 부착
되는 말단 굽힘센서와, 상기 장갑의 손바닥 방향으로 위치하며, 그 하단은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에 밀착되도
록 부착되며 그 상단은 상기 손가락에 부착되지 않도록 구비되어 상기 말단 굽힘 센서의 위쪽을 덮도록 배치되
는 내측 굽힘 센서를 포함하고,
상기 내측 굽힘센서의 상단을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과 연결시켜 상기 손가락이 펴지는 경우 상기 내측 굽힘
센서의 상단이 장갑 방향으로 밀착되도록 하는 링크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
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굽힘 센서의 저항의 변화에 따른 신호를 전압 형태로 출력하는 인피던스 버퍼;
상기 인피던스 버퍼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 및
상기 AD 컨버터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는 제어부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7
장갑 기반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갑의 손가락 중 적어도 하나의 손가락에 굽힘 센서가 상기 장갑의 안쪽 면에 구비되되,
상기 굽힘 센서는, 장갑의 중앙방향으로 구비되는 제 1 굽힘센서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대응하는 위치에 구
비되는 제 2 굽힘센서와, 손가락의 둘째 마디에 대응하는 위치에 구비되는 제 3 굽힘센서가 구비되고,
상기 제 1 굽힘센서의 상단은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하단에 겹쳐 구비되고,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상단은 상기
제 3 굽힘센서의 하단에 겹쳐 구비되며,
상기 제 1 굽힘센서의 상단 및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상단을 상기 장갑과 각각 연결시켜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
락이 펴지는 경우 상기 제 1 굽힘센서 및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상단이 장갑 방향으로 각각 밀착되도록 하는 제
1 링크 및 제 2 링크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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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굽힘센서와 상기 제 3 굽힘센서는 그 하부만이 상기 장갑에 밀착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9
삭제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장갑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장갑의 안쪽, 즉 손바닥 부분에 굽힘 센서를
부착하여 보다 정밀하게 사용자의 손의 형태를 감지함으로써 가상 공간상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
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 현실 및 이를 이용한 응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이란 가상 환경 안에서 사용자가 실세계 환경과 같은 현실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의 가상 현실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시각 정보 및 다 채널 청각 정보의 제시를 통해 현실감 있는
환경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컴퓨터 영상 및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이용은 설계, 시뮬레이션, 및
생산 자동화 분야뿐 아니라 의학 및 교육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

가상 현실을 이루고 있는 가상 공간(virtual space)에 존재하는 가상 객체를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장치가 제안되어 왔다.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의 객체를 조작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손을 직접 이용하
는 방식이다. 현실 세계에서 손으로 객체를 조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 공간상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
어야 물체의 특징이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4>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여 가상 객체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장갑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가상 장갑은 손의 위치와 방향뿐만 아니라 손가락
의 각 관절의 굽임 각도를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

<5>

1970년대에 MIT에서 폴헤무스(Polhemus) 사(社)는 3-SPACE 자기 트래커 센서를 사용한 손 동작의 직접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후 손의 위치와 방향을 트래킹하는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어 왔는데, 광학 트래킹(optical
tracking), 자기 트래킹(magnetic tracking) 및 음향 트래킹(acoustic trackin)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6>

한편 손가락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장갑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가 개발되었다. 1987년에 개발된 DataGlove는 10개의 굽힘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손의 6자유도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DataGlove는 손 등에 굽힘 센서를 구비하고 3-SPACE 자기
트랙커가 위치와 방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 후 닌텐도 사(社)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을 위한 저가
의 게임 컨트롤러인 Power Glove®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굽힘 각도 측정을 위한 굽힘 센서를 손 등에 구비하
고 핸드 트래킹을 위한 음향 트래커를 구비하였다. 1990년에 개발된 Immersion사의 CyberGlove®는 가장 정교하
고 정확하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장갑형 장치이었다. CyberGlove®는 손가락 굽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손
등에 18개 내지 22개의 굽힘 센서를 구비하였다. 가상 장갑에 대한 최근의 개발은 가상 공간에서 손을 이용한 3
차원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장치들은 손가락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굽힘 센서(Flex Sensor or Bend Sensor)를 채용하였다. 굽힘 센서는 다른 센서들에 비해 저렴하고, 주위 환
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 근래에 손가락의 굽힘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7>

가상 장갑에 대한 예로서 미국 특허 제5,047,952호는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를 이용한 장갑 형태의 장치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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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가 장갑의 손 등 부분에 부착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8>

또한, 미국특허 제6,452,584호는 손의 제스쳐에 기반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시한다. 이 시스템은 장갑 형태
의 트래킹 장치를 포함하는데, 장갑의 손등 부분에 착용자의 손가락과 손을 따라 배치된 플렉서블 서킷 보드
(flexible circuit board)를 포함하는 센서 유닛을 구비한다.

<9>

이러한 종래의 장갑 기반 인터페이스 장치는 손가락의 굽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굽힘 센서를 손 등에 구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손 등과 손바닥의 굽힘각이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그런데, 실제 상황은 종래의 장갑 기반 인터페이스 장치에 큰 결함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11>

도 1은 손 등과 손바닥에 따른 손가락 각도의 측정 실례를 검지 손가락을 대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12>

실제 사람의 손가락 굽힘각은 피부 내부의 뼈와 관절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도로 결정된다. 그런데 실제 측정을
하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손가락의 굽힘각은 손 등과 손바닥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3>

사용자가 가상 공간의 객체를 잡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의 손 안쪽면이 객체를 잡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
래 장갑 기반 인터페이스 장치는 손 등에 위치한 센서를 이용하여 손가락의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바, 항상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특히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상 공간의 객체를 잡고자 하는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은 오차는 장갑 기반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정교한 작업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
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14>

본 발명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장갑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장갑의 안쪽, 즉 손
바닥 부분에 굽힘 센서를 부착하여 보다 정밀하게 사용자의 손의 형태를 감지함으로써 가상 공간상의 물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과제 해결수단
<15>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장갑 기반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갑의
손가락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손가락에 굽힘 센서가 구비되되, 상기 굽힘 센서는 상기 장갑의 안쪽 면에 구비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한다.

<16>

상기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는, 상기 굽힘 센서의 저항의 변화에 따른 신호를 전압 형태로 출력하는 인피
던스 버퍼; 상기 인피던스 버퍼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 및 상기 AD 컨버터로부
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제어부가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7>

여기서,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에는 손가락 말단의 마디에 위치되는 말단 굽힘센서와, 손바닥 방향으로 위치
하는 내측 굽힘센서가 구비되고, 상기 내측 굽힘센서의 상부는 상기 말단 굽힘센서의 위쪽을 덮도록 배치됨이
바람직하다.

<18>

또한, 상기 말단 굽힘센서는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에 밀착되도록 부착되고, 상기 내측 굽힘센서의 하단은 상
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에 밀착되도록 부착되는 반면 상기 내측 굽힘센서의 상단은 상기 손가락에 부착되지 않도
록 구비됨이 바람직하다.

<19>

더불어, 상기 장갑의 손가락에는 상기 내측 굽힘센서의 상단을 상기 장갑의 상기 손가락과 연결시켜 상기 손가
락이 펴지는 경우 상기 내측 굽힘센서의 상단이 장갑 방향으로 밀착되도록 하는 링크가 구비됨이 바람직하다.

<20>

여기서 상기 링크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

<21>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장갑 기반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갑의 검지부, 중지부, 약지
부, 소지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는 장갑의 중앙방향으로 구비되는 제 1 굽힘센서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대
응하는 위치에 구비되는 제 2 굽힘센서와, 손가락의 둘째 마디에 대응하는 위치에 구비되는 제 3 굽힘센서가 구
비되고, 상기 제 1 굽힘센서의 상단은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하단에 겹쳐 구비되고,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상단
은 상기 제 3 굽힘센서의 하단에 겹쳐 구비될 수 있다.

<22>

여기서, 상기 제 2 굽힘센서와 상기 제 3 굽힘센서는 그 하부만이 상기 장갑에 밀착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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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23>

또한, 상기 제 1 굽힘센서의 상단 및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상단을 상기 장갑과 각각 연결시켜 상기 장갑의 상
기 손가락이 펴지는 경우 상기 제 1 굽힘센서 및 상기 제 2 굽힘센서의 상단이 장갑 방향으로 각각 밀착되도록
하는 제 1 링크 및 제 2 링크가 구비될 수 있다.

효 과
<24>

본 발명에 따르면, 가상 공간에서 가상 객체와 가상 손이 접촉을 할 때 실제 공간에서의 실제 손의 위치가 정확
하게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 의하면 센서에 의해 취득된 값에 손의 두께나 각도를 고
려한 보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보정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나, 본 발명에 따르면 정
확한 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25>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
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
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
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6>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의 사시도이다.

<27>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10)는, 장갑(12)과, 장갑(12)의 안
쪽, 즉 사용자의 손바닥에 대응하는 위치에 구비되는 다수의 굽힘 센서, 및 굽힘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제어부(16)를 포함한다.

<28>

장갑(12)은 중앙부(14)와, 중앙부(14)에 연결되어 착용자의 손가락이 위치하게 되는 엄지부(20), 검지부(22),
중지부(24), 약지부(26), 및 소지부(28)를 포함한다.

<29>

본 발명의 주요 특징은 손가락의 굽힘 정도를 센싱하는 굽힘 센서가 장갑(12)의 안쪽에 구비된다는 점이다. 이
를 위해 장갑의 안쪽에 각 손가락의 관절마다 굽힘 센서가 구비됨이 바람직하다. 굽힘 센서는 굽혀지는 각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소재이다.

<30>

엄지부(20)의 내측에는 제1 엄지부 굽힘센서(30a)가 중앙부(14)로부터 엄지부(20)를 걸쳐 구비되고, 제2 엄지부
굽힘센서(30b)는 엄지의 중앙 관절에 대응하도록 위치한다.

<31>

검지부(22)의 내측에는 제1 검지부 굽힘센서(32a)가 중앙부(14)로부터 검지부(22)에 걸쳐 구비되고, 제2 검지부
굽힘센서(32b)는 검지의 첫째 관절에 대응하도록 구비되며, 제3 검지부 굽힘센서(32c)는 검지의 둘째 관절에 대
응하도록 구비된다.

<32>

같은 방식으로, 중지부(24), 약지부(26), 및 소지부(28)에도 중지부 굽힘센서(34a, 34b, 34c), 약지부 굽힘센서
(36a, 36b, 36c), 및 소지부 굽힘센서(38a, 38b, 38c)가 구비된다.

<33>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굽힘 센서와 연결
되는 제어부의 회로도이다.

<34>

굽힘 센서(Rsensor)는 저항(RM)과 연결되어 있으며, 소스 전압(Vin)은 저항(RM)과 굽힘 센서의 저항(Rsensor)의 비에
따라 임피던스 버퍼(40)로 전달되고, 임피던스 버퍼(40)의 출력은 AD 컨버터로 전달된다. 저항(RM)은 요구된 변
형 감도 범위를 최대화하고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적합한 저항(RM) 값이 정해지면, 임피던스 버퍼(40)
의 출력 전압(Vout)은 다음의 수학식 1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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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35>
<36>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의 블록도이
다.

<37>

제어부는 AC 컨버터(44)와 프로세서(46) 및 EEPROM(48)을 포함한다. 각각의 굽힘 센서(30a,...,38c)로부터 전달
된 신호는 OP 앰프(42)를 포함하는 임피던스 버퍼를 통해 AD 컨버터(44)로 전달된다. 프로세서(46)는 AD 컨버터
(44)로부터의 디지털 신호를 EEPROM(48)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필터링한다. 필터링된 신호는 RS-232와 같은
송신부(50)를 통해 외부(52)로 전달되어 가상 환경에서 손의 모양에 따라 가상 손의 위치가 결정되도록 한다.

<38>

도 5는 손가락의 각도에 따라 손가락 끝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39>

도 5에 있어서, l1은 손가락의 제 1 마디(proxinal phalanx)의 길이, l2는 제 2 마디(middle phalanx)의 길이,
l3는 제 3 마디(distal phalanx)의 길이, θ1은 제 1 마디가 이루는 각도, θ2는 제 1 마디와 제 2 마디가 이루
는 각도, 및 θ3는 제 2 마디와 제 3 마디가 이루는 각도이다.

<40>

이에 따라 손가락 끝의 위치(x, y)와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각도(α)는 다음의 수학식 1에 의해 결정된다.

수학식 2

<41>
<42>

한편, 장갑(12)에 부착되는 굽힘 센서로부터 정확한 값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굽힘 센서를 부착하는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하며, 굽힘 센서가 손의 움직임에 따라 밀착하여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Immersion 사(社)의
Cyberglove®의 경우에는 스판덱스(spandex) 소재의 천을 사용하여 굽힘 센서와 손가락과의 밀착성을 높히도록
하였다. Cyberglove®는 손 등에 굽힘 센서가 부착됨에 따라 손가락을 굽힐 때 굽힘 센서가 손가락과 같이 굽혀
지며, 손가락을 펼 경우에는 손가락에 의해 굽힘 센서가 다시 펴진다. 그런데 본 발명에서와 같이 손 바닥 쪽에
굽힘 센서를 구비하면 손의 실제 움직임을 최소한의 오차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손의 관
절 부분에서 굽힘 센서가 손 안쪽에서 말려서 더 굽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4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제안한다.

<44>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굽힘 센서를 부착
하는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
치에 있어서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
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손가락을 편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45>

상기 도 6 내지 8은 장갑(12)의 검지부(22)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하였는데, 이와 동일한 방식이 장갑(12)의 다
른 손가락 부분에 적용된다.

<46>

도 6 내지 8을 참고하면, 검지부(22)의 손가락 끝에 제일 가까운 제 3 검지부 굽힘센서(32c)는 장갑(12)의 검지
부(22)에 부착된 상태에서, 제 2 검지부 굽힘센서(32b)는 그 상단(여기서, 상단이라 함은 손가락 끝 방향 부분
을 의미한다)이 상기 제 3 검지부 굽힘센서(32c)의 위쪽으로 겹쳐서 구비된다. 또한, 제 1 검지부 굽힘 센서
(32a)의 상단은 제 2 검지부 굽힘센서(32b)의 위쪽으로 겹쳐서 구비된다.

<47>

바람직하게는, 제 3 검지부 굽힘센서(32c)는 장갑(12)의 검지부(22)에 모두 밀착된 상태이다. 이러한 밀착은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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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서를 스판덱스와 같은 신축성 있는 소재로 감싸고, 재봉에 의하거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장갑(12)의 표면에
부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제 2 검지부 굽힘센서(32b)와 제 1 검지부 굽힘센서(32a)는 장갑
(12)의 중앙부 방향은 검지부(22)에 밀착되도록 결합한 반면 손가락 말단 방향으로는 검지부(22)에 밀착되지 않
도록 구비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손가락을 굽힐 때 굽힘 센서가 손가락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손가락의 움
직임보다 더 굽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8>

도 6과 같은 경우,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손가락을 펴게 되면 제 1, 2 검지부 굽힘센서(32a, 32b)가 다 펴지
지 않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검지부(32)의 끝부분과 제 1 검지부 굽힘센서(32a)의 상단을 연결하
는 제 1 링크(60)와, 검지부(32)의 끝부분과 제 2 검지부 굽힘센서(32b)의 상단을 연결하는 제 2 링크(62)가 구
비됨이 바람직하다.

<49>

여기서 제 1 링크 및 제 2 링크는 와이어나 실과 같은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축성있는 탄성 소재로 이루
어질 수도 있다.

<50>

도 7과 같이 손가락을 굽힌 경우에 각각의 검지부 굽힘센서(32a, 32b, 32c)는 손가락의 굽힘 상태를 반영하여
굽혀지게 된다. 이후 손가락을 펴게 되면, 도 8과 같이 제 1 링크와 제 2 링크가 제 1 검지부 굽힘센서(32a) 및
제 2 검지부 굽힘센서(32b)의 상단을 끌어 당김으로써 손가락의 상태가 상기 굽힘센서(32a, 32b)에 정확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51>

제 1 링크(60)와 제 2 링크(62)는 손가락을 펼 때 제 1 검지부 굽힘센서(32a)와 제 2 검지부 굽힘센서(32b)가
함께 정확히 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대한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2>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제1, 2 링크의 또
다른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53>

도 9에 따르면, 또 다른 제 1, 2 링크(60′, 62′)는 신축성 있는 재질로 이루어지며, 제 1 검지부 굽힘센서
(32a)의 상단과 제 2 검지부 굽힘센서(32b)의 상단을 각각 가까운 위치의 검지부(22)에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54>

즉, 제 1 링크(60, 60′)와 제 2 링크(62, 62′)의 기능은 제 1 검지부 굽힘센서(32a)와 제 2 검지부 굽힘센서
(32b)가 손가락이 펴질 때 손가락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55>

제 1, 2 링크를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의 굽힘 센서의 작동 성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6>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굽힘 센서와 연결
된 링크의 구비에 따른 작동 성능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에 있어서 (a)는 링크를 구비한 경우에 있어서 굽힘
센서의 신호를 도시한 것이고, (b)는 링크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굽힘 센서의 신호를 도시한 것이다.

<57>

도 10을 참조하면, (b)의 경우와 같이 링크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펴짐에 따라 굽힘 센서가 이에
충분히 추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나, (a)의 경우에서는 굽힘 센서의 작동이 손가락의 작동에 정확히 추종함
을 알 수 있다.

<58>

한편 이상의 설명에서는 굽힘 센서가 장갑의 안쪽 부분의 손가락 관절에 대응하는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는 손가락의 관절 부분 이외의 손바닥면이나 손가락 간을 상호 연결하
는 부분 등에 굽힘 센서가 추가로 구비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굽힘 센서도 모든 손가락에 구비되지 않고
일부 손가락에만 구비될 수 있음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59>

또한,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변
경 및 치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
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
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이용 가능성
<60>

본 발명은 실제 착용자의 손의 움직임 정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장갑 형태의 인터페이스 장치의 정
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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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61>

도 1은 손 등과 손 바닥에 따른 손가락 각도의 측정 실례를 검지 손가락을 대상으로 도시한 도면,

<62>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의 사시도,

<63>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굽힘 센서와 연결
되는 제어부의 회로도,

<64>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의 블록도,

<65>

도 5는 손가락의 각도에 따라 손가락 끝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예를 도시한 도면,

<66>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굽힘 센서를 부착
하는 구성을 도시한 도면,

<67>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를 도시한 도면,

<68>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손가락을 편 상태
를 도시한 도면,

<69>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제1, 2 링크의 또
다른 실시 구성을 도시한 도면,

<70>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장갑 기반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에 있어서 굽힘 센서와 연
결된 링크의 구비에 따른 작동 성능을 도시한 도면이다.

<71>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도면부호의 설명>

<72>

10 : 인터페이스 장치

<73>

14 : 중앙부

16 : 제어부

<74>

20 : 엄지부

22 : 검지부

<75>

24 : 중지부

26 : 약지부

<76>

28 : 소지부

30a, 30b : 엄지부 굽힘센서

<77>

32a, 32b, 32c : 검지부 굽힘센서 34a, 34b, 34c : 검지부 굽힘센서

<78>

36a, 36b, 36c : 검지부 굽힘센서 38a, 38b, 38c : 검지부 굽힘센서

12 : 장갑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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