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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시지 전달 장치 및 메시지 전달 방법

(57) 요 약
휴대 및 사용이 용이하고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장치 및 메시지 전달 방
법이 개시된다. 메시지 전달 장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제공받고 제공받은 메시
지를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가 통신 인터페이스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주파수를
가지는 전기 자극 신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전기 자극 신호는 적어도 하나의 패드를 통해 인체에 전달된다. 따라
서, 본 휴대용 단말기 등과 같은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외부 장치
에서 발생된 이벤트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경량화를 통해 휴대 및 사용이 용이하다.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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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촉각을 통해 인체에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제공받고 상기 제공받은 메시지를 출력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및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를 생성하
고, 생성된 전기 자극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기준 신호를 생성한 후 상기 생
성된 전기 자극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는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를 포함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전달 장치는
상기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로부터 제공된 상기 전기 자극 신호를 상기 인체에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
의 패드를 구비하는 패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전달 장치는
상기 패드부에 적어도 하나의 패드가 구비된 경우 상기 메시지의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 자극 신호
가 제공되는 시간 및 상기 전기 자극 신호가 제공되는 패드를 다르게 하여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는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상기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를 생성하는 제어부;
상기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를 생성하는 디
지털-아날로그 변환부; 및
상기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저주파수 신호를 생
성하는 저주파수 발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자극 패턴 정보는
상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 저주파수 신호의 발생 지속시간, 저주파수 신호의 발생 간격 및 변조 주파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는
상기 저주파수 신호 발생 패턴의 기준이 되는 패턴 기준 전압과, 발진 주파수 생성을 위한 변조 기준 전압과,
상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 설정의 기준이 되는 진폭 기준 전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
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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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저주파수 발생부는
상기 변조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발진 주파수를 생성하는 전압제어발진기;
상기 생성된 발진 주파수와 상기 패턴 기준 전압을 곱셈 연산하여 상기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전압을
생성하는 곱셈기; 및
상기 곱셈기로부터 제공된 상기 전압을 소정 주파수를 가지는 전류로 변환하여 저주파수 신호로 생성하는 전류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기 진폭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기 저주파수 신호가 인체를 통과하면서 공급된 전압이 최대 허용 전압을 초과한 경우 상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장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촉각을 통해 인체에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외부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제공받는 단계;
상기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상기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에 상응하는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기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시지 전달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생성된 저주파수 신호를 상기 인체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전달
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4>

본 발명은 메시지 전달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기 자극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장치 및 메시지 전
달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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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근들어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촉각 인터페이스는 시각, 청각을 넘어선
새로운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16>

촉각 인터페이스(Haptic Interface)는 크게 힘피드백장치(force feedback device)와 질감제시장치
(tactile desplay device)로 구분될 수 있다. 힘피드백장치는 물체의 질량이나 굳고 말랑말랑한 정도, 물체의
외형을 느낄 때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촉감을 느끼는 현상을 이용한 장치로써 물리적으로 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힘을 생성하기에 유리한 로봇 모양과 같은 기구적 구조를 띠고 있다.

<17>

질감제시장치는 질감에 관련된 것으로 접촉하고 있는 표면의 무늬 혹은 작은 모양들 표면의 부드럽고
거친 정도, 냉온감 등을 느낄 때 피부를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느끼는 현상을 이용한 장치로 질감을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치가 존재한다.

<18>

촉각 인터페이스의 예로는 데이터 글러브(data glove)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글러브는 손에
착용하는 장갑 또는 손가락 등의 골격 형태로 제작되고, 손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형태와,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손에 힘을 전달하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기계장치를 통해 손에 힘을 전달하여 어떤 느낌을 만들어
내는 형태의 데이터 글러브는 정교한 촉감을 만들 수 있지만 장치가 복잡하고 휴대가 불편하여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19>

또한, 손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형태의 데이터 글러브는 데이터 글러브를 착용한 사용자의 손가락의 움직
임에 따른 데이터 글러브의 형태, 위치, 접촉면의 압력의 정도를 감지하여 이에 대응되는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외부의 장치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만 할 뿐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데이터 글러브를
착용한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0>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휴대 및 사용이 용이하고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
지 전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21>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22>

상술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메시지 전달 장치는 상기 외부 장치로부
터 메시지를 제공받고 상기 제공받은 메시지를 출력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및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로부터 제공
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주파수를 가지는 전기 자극 신호를 제공하는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
를 포함한다. 상기 메시지 전달 장치는 상기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로부터 제공된 상기 전기 자극 신호를 인체
에 전달하는 적어도 하나의 패드를 구비하는 패드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메시지 전달 장치는 상기 패드
부에 적어도 하나의 패드가 구비된 경우 상기 메시지의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 자극 신호가 제공되는 시간
및 상기 전기 자극 신호가 제공되는 패드를 다르게 하여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기 메시지 전달
장치는 장갑에 설치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패드는 장갑의 각 손가락, 손바닥, 손등 중 적어도 하나에 설치되
어 상기 외부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의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전기 자극 신호가 제공되는 시간 및 상기 전기
자극 신호가 제공되는 패드를 다르게 하여 제공될 수 있다. 상기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는 상기 통신 인터페이
스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상기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를 생성하
는 제어부와, 상기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에 기초하여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를
생성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 및 상기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는 저주파수 발생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전기 자극 패턴 정보는 상
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 저주파수 신호의 발생 지속시간, 저주파수 신호의 발생 간격 및 변조 주파수를 포함
할 수 있다. 상기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는 상기 저주파수 신호 발생 패턴의 기준이 되는 패
턴 기준 전압과, 발진 주파수 생성을 위한 변조 기준 전압과, 상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 설정의 기준이 되는
진폭 기준 전압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저주파수 발생부는 상기 변조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발진 주파수를 생성하는 전압제어발진기와, 상기 생성된 발진 주파수와 상기 패턴 기준 전압을 곱셈 연
산하여 상기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전압을 생성하는 곱셈기 및 상기 곱셈기로부터 제공된 상기 전압을
소정 주파수를 가지는 전류로 변환하여 저주파수 신호로 생성하는 전류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전류 제
어기는 상기 진폭 기준 전압에 기초하여 상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을 설정할 수 있다.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

- 4 -

등록특허 10-0873787
기 저주파수 신호가 인체를 통과하면서 공급된 전압이 최대 허용 전압을 초과한 경우 상기 저주파수 신호의 진
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는 상기 외부 장치와 통신 연결이 설정되면 상기 메시지 전
달 장치의 유형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상기 외부 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23>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메시지 전달 방법은 상기 외부 장
치로부터 메시지를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주파
수를 가지는 전기 자극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기 자극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외부 장치로
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상기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정보에 상응하는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를 생성
하는 단계와, 상기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 자극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저주파수 신
호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24>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5>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
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6>

그리고,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
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
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27>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 도면상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28>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29>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 장치(100)는 메시지 전달부(150) 및 패드부(160)를
포함하고, 메시지 전달부(150)는 통신 인터페이스(110) 및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135)를 포함한다.

<30>

통신 인터페이스(110)는 유선 및/또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장치와 연결되어 외부 장치와 통신연결을
설정하고, 연결이 설정된 외부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여 제어부(120)에 제공한다.

<31>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110)는 메시지 전달 장치(100)가 초기화되면 제어부(120)의 제어에 따라 메시지 전달 장
치(100)의 유형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포함된 메시지를 외부 장치에 전송함으로써 외부 장치에서 메시지 전달 장
치(100)의 유형을 인식하고 메시지 전달 장치(100)에서 인식 가능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2>

여기서 유선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어 USB(Universal Serial Bus), RS-232, IEEE 1394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무
선 인터페이스는 블루투스, UWB(Ultra Wide Band), ZigBee, Wireless 1394 등의 근거리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가 사용될 수 있다.

<33>

또한, 외부 장치는 예를 들어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게임 콘솔 등과 같은 컴퓨팅 장치와 UMPC(Ultra
Mobile PC), 휴대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가 될 수 있다.

<34>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는(135)는 제어부(120),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 및 저주파수 발생부(140)을 포함하
고, 통신 인터페이스(110)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고 해석된 정보에 기초하여 소정 주파수
를 가지는 전기 자극 신호를 패드부에 제공한다. 여기서 전기 자극 신호는 소정의 주파수를 가지는 저주파수 신
호가 될 수 있다.

<35>

제어부(120)는 통신 인터페이스(110)로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전기 자극의 유형을 결정한다. 즉, 제어
부(120)는 통신 인터페이스(110)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메시지를 제공받고,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기 자극의 패턴 정보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에 제공한다.

<36>

여기서 전기 자극의 패턴 정보는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 지속시간, 발생간격 및 변조주파수를 포함할 수 있다.

<37>

또한, 제어부(120)는 메시지 전달 장치(100)가 초기화된 후 외부 장치와 통신 연결이 설정되면 통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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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를 통해 메시지 전달 장치(100)의 유형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를 외부 장치에 제공한다.
<38>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는 제어부(120)로부터 제공된 전기 자극의 패턴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를 저주파수 발생부(140)에 제공한다.

<39>

여기서,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는 패턴 기준 전압(VARP), 변조 기준 전압(Vf), 진폭 기준 전
압(VM)을 포함할 수 있다.

<40>

저주파수 발생부(140)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로부터 제공된 아날로그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저주
파수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저주파수 신호를 패드부(160)에 제공한다.

<41>

패드부(160)는 적어도 하나의 패드를 포함하고 저주파수 발생부(140)로부터 제공된 저주파수 신호를 패드가 접
촉된 인체의 소정 부분에 전기 자극의 형태로 전달한다. 패드부(160)는 실질적으로 한 개 내지 열 개의 패드를
포함할 수 있다.

<42>

도 1에서 메시지 전달부(150)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쇄회로기판에 구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 장치(100)를 소형화 및 경량화 할 수 있다.

<43>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가 초기화된 후 외부 장치로 송신하는 메시지의 상세한 구
성을 나타내고, 도 2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가 외부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메시지의 상세
한 구성을 나타낸다.

<44>

도 2a 및 2b를 참조하면, 메시지 전달 장치에서 외부 장치로 제공되는 메시지(10)는 패킷 형태로 전송될 수 있
고, 크게 전체 패킷의 크기(H1)를 나타내는 헤더(header) 필드(11)와, 메시지 전달 장치(100)의 유형(T)을 나타
내는 유형 필드(12)를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전달 장치(100)의 유형(T)은 예를 들면 메시지 전달 장치(100)에
구비된 패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유형 필드(T)를 포함할 수 있다.

<45>

또한, 제어부(120)는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메시지(20)를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받고 이를 해석하여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디지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정보를 생성한다.

<46>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메시지(20)는 패킷 형태일 수 있고, 패킷은 외부 장치에서 소정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벤트 발생 정보를 메시지 전달 장치(100) 및 메시지 전달 장치(10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생된 이벤트에 상응하는 전기 자극의 패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메시지(20)는
발생된 이벤트에 따라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진다.

<47>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되는 패킷은 패킷(20)의 크기 정보(H2)를 나타내는 헤더 필드
(21), 패드부에 포함된 각 패드에 제공되는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M)을 나타내는 진폭 필드(22), 저주파수 신호
의 발생 지속시간(L)을 나타내는 지속시간 필드(23), 저주파수 신호의 발생 간격(D)을 나타내는 발생간격 필드
(24), 저주파수 신호의 생성을 위한 변조주파수(f) 필드(25) 및 메시지 전달 장치에 구비된 각각의 패드에 공급
되어햐 하는 저주파수 신호의 발생 패턴(P1 내지 PN)을 나타내는 패턴 필드(26)를 포함한다.

<48>

전기 자극의 패턴은 저주파수 신호의 진폭(M), 지속시간(L), 발생 간격(D), 변조주파수(f) 및 저주파수 신호 발
생 패턴(P1 내지 PN)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변조주파수(f)는 인체의 신경계가 이용하는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로 예를 들면 4000Hz가 사용될 수 있다.

<49>

도 3a는 도 1에 도시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에서 생성된 아날로그 신호를 나타내고, 도 3b는 도 3a에 도시
된 아날로그 신호에 기초하여 저주파수 발생부에서 생성된 저주파수 신호를 나타낸다.

<50>

도 3a 및 3b를 참조하면, 제어부(120)는 통신 인터페이스(110)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
은 메시지(20)를 제공받고 메시지(20)의 각 필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여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전기자극의
패턴 정보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에 제공한다.

<51>

예를 들어, 제어부(120)는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포함된 진폭 필드(22), 지속시간 필드(23), 발생간
격 필드(24), 변조주파수 필드(25)를 해석하여 진폭(M=20[mA]), 지속시간(L=0.2[sec]), 발생간격(D=0.4[sec])
및 변조주파수(f=4000Hz) 등의 정보를 해석하고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디지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정보를
발생시킨다.

<52>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는 제어부(120)로부터 디지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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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날로그 형식의 패턴 기준 신호를 생성한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에서 생성된 패턴 기준 신호는 저
주파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신호로, 패턴 기준 전압(VARP), 변조 기준 전압(Vf), 진폭 기준 전압
(VM)을 포함한다.
<53>

도 3a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에서 생성된 패턴 기준 전압(VARP)을 나타낸 것으로, 저주파수 신호의 발생
패턴에 기준이 되는 지속시간(L) 및 발생간격(D)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54>

도 3b는 저주파수 발생부(140)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로부터 제공된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생성한
하나의 패드에 제공되는 저주파수 신호(INMS)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3a에 도시된 패턴 기준 전압과 지속시간(L)
및 발생간격(D)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55>

도 4a는 도 1에 도시된 저주파수 발생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고, 도 4b는 도 4a에 도시된 저주파
수 발생부의 입출력 파형을 나타낸다.

<56>

도 4a 및 4b를 참조하면, 저주파수 발생부(140)는 전압제어발진기(VCO: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141),
곱셈기(143), 및 전류제어기(145)를 포함한다.

<57>

전압제어발진기(141)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로부터 제공된 변조 기준 전압(Vf)에 기초하여 소정의 주파
수를 가지는 발진 주파수(도 4b의 (a))를 생성한다.

<58>

곱셈기(143)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로부터 제공받은 패턴 기준 전압(VARP)(도 4b의 (a))과 전압제어발진
기(141)로부터 제공된 발진 주파수를 곱셈 연산하여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변조 신호로 전압소스
(VAMP)(도 4b의 (c))를 출력한다. 이때 전압소스(VAMP)는 변조 기준 전압(Vf)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저주파수(예
를 들면 4000Hz)를 가지는 저주파수 신호이다.

<59>

전류 제어기(145)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로부터 제공된 진폭 기준 전압(VM)에 기초하여 저주파수 신호
의 진폭(M)을 설정한다. 또한, 전류 제어기(145)는 설정된 진폭(M)에 기초하여 곱셈기로부터 출력된 변조 신호
인 전압소스(VAMP)를 전류소스(INMS)(도 4b의 (d))로 변환하여 패드부(160)에 제공한다.

<60>

전류 제어기(145)로부터 제공된 저주파수 신호(전류소스(INMS))는 패드부(160)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의 패드를
통해 저항(R)을 가지는 인체를 통과하면서 전압(Vpp)(도 4b의 (e))을 공급하게 되고 인체에 공급된 전압(Vpp)는
전류 제어기(145)로 궤환(feedback)된다.

<61>

전류 제어기(145)는 궤환된 전압(Vpp)를 측정하여 궤환 전압(Vpp)이 최대 허용 전압(Vmax)를 초과한 경우 전류
소스(INMS)의 진폭을 감소시킴으로써 인체에 공급되는 전압(Vpp)이 최대 허용 전압(Vmax)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여기서 최대 허용 전압(Vmax)은 실질적으로 90[V] 이하로 설정될 수 있다.

<62>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의 사용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63>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100)는 장갑(glove) 또는 반지 등과 같은 손에 착용될 수 있는 물
체에 설치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메시지 전달 장치(100)가 장갑(300)에 설치된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64>

도 5를 참조하면, 통신 인터페이스(110), 제어부(120),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130) 및 저주파수 발생부(140)
를 포함하는 메시지 전달부(150)는 장갑(300)의 소정부분(예를 들면 장갑의 손목)에 설치되고, 패드부(160)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패드는 장갑(300)의 각 손가락과 장갑의 손바닥 및/또는 손등에 설치된다.

<65>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패드부(160)가 6개의 패드로 구성되고 제1 패드(161)는 장갑(300)의
엄지, 제2 패드(162)는 검지, 제3 패드(163)는 중지, 제4 패드(164)는 약지, 제5 패드(165)는 소지, 제6 패드
(166)는 손바닥에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66>

제1 내지 제6 패드(161 내지 166)는 각각 장갑(200)을 착용한 사용자의 신체와 접촉하여 메시지 전달부(150)로
부터 제공된 저주파수 신호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67>

그리고 메시지 전달부(150)는 통신 채널(170)을 통해 외부 장치(200)와 연결되어 외부 장치(200)로부터 메시지
를 제공받아 이를 해석하고,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저주파수 신호를 제1 내지 제6 패드(161 내지 166) 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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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패드에 제공함으로써 장갑(300)을 착용한 사용자에게 외부 장치(200)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68>

통신 채널(170)은 유선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고, 외부 장치(200)는 휴대폰, PDA, PMP, UMPC 등과 같
은 휴대용 단말기 및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등과 같은 컴퓨팅 장치가 될 수 있다.

<69>

도 5에서는 본 발명의 메시지 전달장치(100)가 장갑에 설치된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도 5의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메시지 전달장치(100)는 소형 및 경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PDA, PMP, UMPC 등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 및 게임 컨트롤러 등과 같은 장치의 외부에 적어도 하
나의 패드를 직접 설치하고 메시지 전달부(150)를 장치 내부에 설치하여 장치로부터 발생된 메시지를 장치를 사
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70>

도 6a 및 6b는 도 5에 도시된 장갑에 메시지 전달 장치가 설치된 경우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기초하
여 발생하는 전기 자극의 패턴을 나타낸다.

<71>

특히, 도 6a는 패드부(160)에 6개의 패드가 구비된 경우에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따른 전기 자극 패
턴을 나타내고, 도 6b는 패드부(160)에 하나의 패드가 구비된 경우에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따른 전
기 자극 패턴을 나타낸다.

<72>

도6a의 (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장치에서 e-mail 도착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외부 장치는
e-mail이 도착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메시지 전달 장치에 제공하게 되고, 메시지 전달 장치(100)는 외부 장치로
부터 제공된 메시지를 해석하여 해석된 정보에 상응하는 저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킨다.

<73>

즉, 시간 t1 구간에서는 엄지에 설치된 패드(161)에 저주파수 신호를 제공하고, 시간 t2 구간에서는 중지에 설
치된 패드(163)에 저주파수 신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간 t3 구간에서는 어떤 패드에도 저주파수 신호를 제공
하지 않고, 시간 t4 구간에서 엄지에 설치된 패드(161)에 저주파수 신호를 제공한다.

<74>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드부(160)에 복수의 패드가 구비된 경우에는 외부 장치로부터 전달된 메시지에 따
라 다양한 종류의 전기 자극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75>

또한, 도 6b에 도시된 바아 같이 패드부(160)에 하나의 패드가 구비된 경우에는 저주파 신호의 생성 시간을 변
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메시시를 전달할 수 있다.

<76>

예를 들어, 도 6b의 (o)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장치에서 잘못된 연산 수행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제공된 경우
에는 시간 t1, t3, t4 구간에서 저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고, (r)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장치에서 디스크 공
간 부족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 t1, t2 및 t3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저주파수 신호를 발생시
키게 된다.

<77>

즉, 패드부(160)에 하나의 패드만 구비된 경우에는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장치에서 제공된 메시지에
따라 저주파수 신호의 생성 시간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78>

도 6a 및 6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전기 자극 패턴은 메시지 전달 장치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외부 장치의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전기 자극 패턴을 구성할 수 있다.

<79>

또한, 본 발명의 메시지 전달 장치에 구비된 제어부가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의 내용에 상응하는 다양
한 전기 자극 패턴을 생성하도록 메시지 전달 장치를 구성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80>

상기와 같은 메시지 전달 장치에 따르면, 제어부는 외부 장치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받고 이를 해석하여 디지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정보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로 제공한다.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부는 디지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정보를 아날로그 형식의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로 변환하여 저주
파수 발생부에 제공한다. 저주파수 발생부는 전기자극 패턴 기준 신호에 기초하여 저주파수 신호를 생성하고 생
성된 저주파수 신호를 패드부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의 패드 중 해당 패드에 제공함으로써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
된 메시지를 전기 자극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81>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 장치는 저주파수 신호를 이용한 전기 자극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구성이 간단하여 소형화 및 경량화가 용이하고, 장갑 및 반지 형태의 사용자가 착용 가능한 물체 및 휴
대용 정보 통신 기기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82>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 장치는 휴대용 단말기 등과 같은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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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외부 장치에서 발생된 이벤트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경량화를 통해 휴대 및 사용이 용이하다.
<83>

이상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2>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가 외부 장치로 송신하는 메시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다.

<3>

도 2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가 외부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메시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
낸다.

<4>

도 3a는 도 1에 도시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에서 생성된 아날로그 신호를 나타낸다.

<5>

도 3b는 도 3a에 도시된 아날로그 신호에 기초하여 저주파수 발생부에서 생성된 저주파수 신호를 나타낸다.

<6>

도 4a는 도 1에 도시된 저주파수 발생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7>

도 4b는 도 4a에 도시된 저주파수 발생부의 입출력 파형을 나타낸다.

<8>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전달장치의 사용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9>

도 6a 및 6b는 도 5에 도시된 장갑에 메시지 전달 장치가 설치된 경우 외부 장치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에 기초
하여 발생되는 전기 자극의 패턴을 나타낸다.

<10>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

110 : 통신 인터페이스

120 : 제어부

<12>

130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부

135 : 전기 자극 패턴 제공부

<13>

140 : 저주파수 발생부

160 : 패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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