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차량용 도어의 제어장치 및 제어방법
{CONTROL APPARATUS AND CONTROL METHOD FOR DOOR OF VEHICLE}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Ÿ

전기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 가능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Ÿ

사용자의 도어 개방 동작 인식율을 증대하여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차량용 도
어의 제어장치를 제공하기 위함
[그림 1]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Ÿ

⑥ 특허 정보

[그림 1]에 따르면 본 발명은 센서부를 통해 차량의 도어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접촉정보를 기초로 차량 도어의 개방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Ÿ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의 도어에 가해지는 접촉에 의한 압력을 인식하여 도어
이로 인해, 차량의 외관을 매끄럽게 제공함으로써, 차량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저감시켜 주행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Ÿ

나아가, 사용자의 터치에 따른 압력에 대한 응답 진동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촉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어 개방 동작 인식율 증대에 따른 오작동을 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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