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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사진 광로를 개폐함으로써 노출을 행하는 셔터 블레이드와,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구동하는 셔터 구동 레버(50,

81, 107, 122, 171)를 포함하는 카메라용 셔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셔터 장치는 셔터 해제 버튼을 포함한다. 측광 스위치

(57, 80a, 80c, 126, 186)는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지는 것에 응하여 턴-온된다. 측광 회로(56)는 측광 스위치의 턴-온에

의해 작동하여,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한다. 조리개 변환 기구(45, 93, 120, 152)는 사진 광로에 따라서 사진 광로의 조리개

를 변환한다. 지연 레버(60, 131) 등의 딜레이 구조물(60, 90, 104, 130, 131, 180, 191)은 조리개 변환 기구의 작동 종료

를 검출하고, 이에 응하여 셔터 구동 레버를 이동시킨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프링에 의해 바이어스된 조건 하에서 셔터 해제 버튼의 누름에 의해 차징 위치(charged position)에서 해제 위치

(released position)로 이동하며, 이동 중에 셔터 블레이드(shutter blade)를 노크하여 사진 광로(photographic light

path)를 개폐하는 셔터 구동 부재(50, 81, 107, 122, 171, 191)를 구비한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있어서,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는 측광 회로(photometric circuit)(56)와,

상기 측광 회로로부터의 신호에 따라서 조리개를 변환시키는 조리개 변환 기구(45, 93, 120, 152)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의 누름에 의해 턴-온되어, 상기 측광 회로를 작동시키는 측광 스위치(57, 80a, 80c, 126, 186)와,

상기 측광 스위치를 턴-온한 후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로 상기 조리개의 변환을 종료할 때까지, 상기 셔터 블레이드에로의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노크 동작을 지연시키는 딜레이 구조물(delay structure)(60, 62, 90, 104, 130, 131, 180)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딜레이 구조물(60, 62, 130, 131)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의 누름에 의해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되어, 상기 셔터 구동 부재(50, 122)를 상기 차징 위치에 유지하

면서 회전시키며, 소정 위치까지 회전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여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해제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지연 레버(60, 131)와,

상기 지연 레버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상기 측광 스위치(57, 126)를 턴-온한 후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45, 120)로 상

기 조리개의 변환을 완료할 때까지, 상기 지연 레버가 상기 소정 위치까지 회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가버너 기구(governor

mechanism)(62, 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버너 기구(6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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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연 레버(60)에 구비된 기어와 맞물려 있고, 스위칭부가 함께 형성되어, 상기 측광 스위치(57)를 턴-온하는 이스케

이프먼트 휠(escapement wheel)과,

상기 이스케이프먼트 휠과 맞물려서, 상기 이스케이프먼트 휠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앵커(anchor)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45, 120)는

적어도 제 1 및 제 2 개구를 갖고, 그 중 선택된 하나가 상기 사진 광로 내에 놓이며, 상기 제 1 개구의 크기는 상기 제 2 개

구의 크기보다 큰 조리개 변환 판(45, 12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피사체의 휘도가 기준 휘도와 같거나 더 클 경우, 상기 측광 회로(56)가 구동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45, 120)는

상기 구동 신호에 따라서 구동되고, 상기 조리개 변환 판을 이동시켜 상기 제 1 개구 대신에 상기 제 2 개구를 상기 사진 광

로 내에 세팅하는 조리개 변환 판 이동 장치(46)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리개 변환 판(45, 120)은 축 주위에서 스윙(swing)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레버(60, 131)는 상기 측광 스위치(57, 126)를 턴-온한 후 10-60 msec 동안 상기 소정 위치까지 회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셔터 구동 부재(81)는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를 때에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는 동작을 개시하고,

상기 측광 스위치(80a, 80c)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못 미치는 측광 위치에 이를 때에 턴-온되고,

등록특허 10-0665723

- 3 -



상기 딜레이 구조물(90)은 상기 측광 위치로부터 상기 셔터 구동 위치까지의 부분에서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45)의 변환 완료 후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르도록 하는 가버너

기구(9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셔터 구동 부재(107)는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를 때에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는 동작을 개시하고,

상기 측광 스위치(80a, 80c)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못 미치는 측광 위치에 이를 때에 턴-온되고,

상기 딜레이 구조물(104)은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측광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93)의 변환 종료

될 때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는 유지 레버(10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

어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딜레이 구조물(130, 131)은

맞물림 위치와 맞물림 해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고, 상기 맞물림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122)를

상기 차징 위치에 유지시키며,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해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지 레버(131)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구동되어, 상기 측광 스위치(126)를 턴-온하고, 그 후 상기 정지 레버를 상기 맞물림 해

제 위치를 향하여 이동시키고, 상기 정지 레버를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120)의 변환 종료 후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로 이

동시키는 인에이블링 레버(enabling lever)(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딜레이 구조물(180, 191)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진 후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152)의 변환 종료까지, 상기 셔터 구동 부재(171)를 상기 차징 위

치에 유지하는 전자석 리테이너(electromagnetic retainer)(180)와,

상기 전자석 리테이너를 제어하고, 상기 측광 스위치(186)가 턴-온될 때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의 변환에 요구되는 시간만

큼 지연시키고, 상기 전자석 리테이너의 유지력을 감소시켜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여 상기 차징

위치로부터 상기 해제 위치로 이동시키는 제어 회로(19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2.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이동하기 시작하여,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를 때에 셔터 블레이드를 개폐하는 셔터 구동 부재

(81)를 구비한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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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는 측광 회로(56)와,

상기 측광 회로로부터의 측광 신호에 따라서 조리개를 변환하는 조리개 변환 기구(45)와,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못 미치는 측광 위치에 이를 때에 턴-온되어, 상기 측광 회로에 전원을 공급

하는 측광 스위치(80a, 80c)와,

상기 측광 위치로부터 상기 셔터 구동 위치까지의 부분에서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조리개의 변환 완료 후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르도록 하는 가버너 기구(9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가버너 기구(90)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81)에 구비된 기어와 맞물리는 이스케이프먼트 휠과, 상기 이스케이프먼트 휠과 맞물려서 상기 이스

케이프먼트 휠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앵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 또는 제 13 항에 있어서,

주 커패시터를 갖는 전자 플래시 장치(electronic flash device)를 더 포함하며, 상기 주 커패시터는 상기 측광 스위치

(80a, 80c)가 턴-온될 경우 차징이 금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5.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이동하기 시작하여,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를 때에 셔터 블레이드를 개폐하는 셔터 구동 부재

(50, 107)를 구비한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있어서,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는 측광 회로(56)와,

상기 측광 회로로부터의 신호에 따라서 조리개를 변환하는 조리개 변환 기구(45, 93)와,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못 미치는 측광 위치에 이를 때에 턴-온되어, 상기 측광 회로에 전원을 공급

하는 측광 스위치(57, 80a, 80c)와,

상기 측광 위치에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하고, 상기 조리개의 변환이 종료될 때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

터 해제하는 유지 레버(60, 10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피사체의 휘도가 기준 휘도와 같거나 더 클 경우, 상기 측광 회로(56)는 구동 신호를 출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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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93)는 소구경 개구와 대구경 개구를 갖는 조리개 변환 판(93)과, 상기 구동 신호에 따라서 구동되

어, 중간 위치로부터 제 1 및 제 2 위치 중 하나까지 상기 조리개 변환 판을 이동시키는 조리개 변환 판 이동 장치(100a,

100b, 101a, 101b)를 포함하며, 상기 조리개 변환 판은, 상기 중간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사진 광로로부터 떨어져 있

고, 상기 제 1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사진 광로 내에 상기 소구경 개구를 세팅하고, 상기 제 2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사진 광로 내에 상기 대구경 개구를 세팅하고,

상기 유지 레버(104)는, 상기 조리개 변환 판이 상기 중간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107)의 이동을 차단

하기 위하여 유지 위치에 유지되고, 상기 소구경 개구 또는 상기 대구경 개구가 상기 사진 광로 내에 세팅되어 있는 위치로

상기 조리개 변환 판이 이동할 경우에는, 맞물림 해제 위치로 이동하여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주 커패시터를 갖는 전자 플래시 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주 커패시터는 상기 측광 스위치(80a, 80c)가 턴-온될 경우 차

징이 금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8.

노출을 개시하는 셔터 해제 버튼과, 개방 가능한 셔터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앞쪽으로 이동하고, 스프링에 의해 뒤쪽으로 이동하는 셔터 구동 부재(60, 81, 107, 111,

130)와,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에 의해 앞쪽 및 뒤쪽으로 이동 가능하고,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지 않고 앞쪽으로 이동

하며,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도록 뒤쪽으로 이동하는 연결 부재(transmission member)(50, 81d, 107b, 112, 122)

와,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에 의해 턴-온되는 측광 스위치(57, 80a, 80c, 116, 126)와,

상기 측광 스위치의 턴-온에 의해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기 시작하는 측광 회로(56)와,

상기 연결 부재가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기 시작하기 전에, 상기 측광 회로로부터의 측광 신호에 따라서 조리개를

변환하는 조리개 변환 기구(45, 93, 1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셔터 구동 부재(111)와 상기 연결 부재(112)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회전에 의해 차징되고, 상기 연

결 부재를 바이어스 및 이동시키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0.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에 차징 위치로부터 해제 위치까지 이동하고, 이동 중에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여 개폐시키는

셔터 구동 부재(122)를 포함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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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는 측광 회로(56)와,

상기 측광 회로의 측광 신호에 따라서 조리개를 변환하는 조리개 변환 기구(120)와,

상기 측광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측광 스위치(126)와,

맞물림 위치와 맞물림 해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하고, 상기 맞물림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차징 위치에 유지시키며,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해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지 레버(131)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유지 위치로부터 이동하기 시작하고, 상기 측광 스위치를 턴-온하고, 그 후 상기 정지 레

버를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를 향하여 이동시키고, 상기 정지 레버를 상기 조리개의 변환 종료 후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로

이동시키는 인에이블링 레버(1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링 레버(130)를 상기 유지 위치에 유지시키는 유지 레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유지 레버는 상기 셔터 해제 버

튼이 눌려질 때 회전되어 상기 인에이블링 레버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

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링 레버(130)는 상기 사진 필름의 1 프레임 전에 상기 유지 위치로 이동하고, 상기 셔터 구동 부재(122)는

상기 인에이블링 레버의 이동에 의해 상기 차징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링 레버(130)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122)가 회전 가능한 축 주위에서 회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

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4.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차징 위치로부터 해제 위치까지 이동하고, 이동 중에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여 개폐하는 셔

터 구동 부재(171)를 구비한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있어서,

이동 가능하며, 소구경 개구와 대구경 개구를 갖는 조리개 변환 판(152)과,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는 측광 회로(56)와,

상기 측광 회로의 신호에 따라서 상기 조리개 변환 판을 이동시키는 조리개 변환 판 이동 장치(154)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상기 측광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측광 스위치(18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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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진 후 상기 조리개의 변환이 종료될 때까지,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차징 위치에 유지시키

는 전자석 리테이너(180)와,

상기 전자석 리테이너를 제어하고, 상기 측광 스위치가 턴-온될 때 상기 조리개 변환에 요구되는 시간만큼 지연시키고, 상

기 전자석 리테이너의 유지력을 감소시켜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여 상기 차징 위치로부터 상기 해

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어 회로(19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석 리테이너(180)는 코어, 영구 자석 및 코일을 구비한 래치 솔레노이드(latch solenoid)를 포함하고, 상기 영구

자석은 상기 코어를 자화하여 상기 유지력을 발생시키며, 상기 코일은 상기 코어 주위에 감기어 전력이 공급됨으로써 상기

유지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사진 필름이 1 프레임 전진한 때 상기 차징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상기 사진 필름을 유지하고,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

짐에 의해 상기 해제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상기 사진 필름을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는 유지 부재를 더 포함하며,

상기 측광 스위치(186)는 상기 유지 부재가 이동 가능한 궤도 내에 배치되고, 상기 유지 부재는 상기 측광 스위치를 턴-온

하여 상기 차징 위치로부터 상기 해제 위치까지의 이동에서의 측광을 개시하고, 상기 측광 스위치를 즉시 턴-오프하여 측

광을 정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청구항 27.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조리개 변환 판 이동 장치(154)는 코일과 이동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며,

상기 코일에 전력을 공급하여 상기 이동 가능한 코일을 축 방향으로 후퇴시키고, 또한 상기 이동 가능한 코어에 전력 공급

을 중단하여 스프링과 함께 축 방향으로 돌출하도록 허용하고,

상기 코일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동안에는, 상기 조리개 변환 판(152)은 상기 스프링에 의해 상기 소구경 개구를 사진

광로 내에 세팅하도록 위치 결정되고, 상기 코일에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에는, 상기 조리개 변환 판은 상기 코어의 이동에

의해 상기 소구경 개구 대신에 상기 대구경 개구를 상기 사진 광로 내에 세팅하도록 위치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

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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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조리개가 변환 가능하고, 조리개의 변환이 노출 동작

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은 촬영 렌즈 및 셔터 기구(shutter mechanism)가 결합되어 있고, 비노출 사진 필름이 미리 넣어

진 단순한 카메라로서 주지되어 있다.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 내의 구성 요소들은 단순화된

구조로 구비되고 있다. 예컨대, 단일 셔터 블레이드는 스프링에 의해 폐쇄 위치에 바이어스(bias)되고, 셔터 장치를 개폐하

도록 개방된 위치를 향하여 재빨리 노크(knock)되는 셔터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에서는, 조리개가 고정되어 있다. 촬영 렌즈의 f수는 불변이다. 프레임의 과 노출 또는 부족 노출

프레임은 일정한 노출 조건 하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영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국 특허 제 5,634,163 호(일본 특개평 9-5817 호에 대

응)에는 조리개 변환 판과 측광 유닛을 구비한 자동 노출 제어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조리개 변환 판에는 소구경 개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측광 유닛은 사진의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한다. 휘도에 따라서, 조리개 변환 판은 조리개의 직경을

변환하기 위해 이동된다. 한편, 소구경 개구가 이동 가능한 사진 광로가 있다. 조리개 변환 판이 삽입 위치에 있으면, 소구

경 개구는 사진 광로 내에 세팅(setting)된다. 조리개 변환 판은 후퇴한 위치에 있으며, 소구경 개구는 사진 광로 밖으로 이

동되어 있다. 코일 스프링은 조리개 변환 판을 2개의 단부 위치 중 어느 하나로 바이어스시킨다. 솔레노이드(solenoid)는

조리개 변환 판을 자기(磁氣)적으로 끌어당겨 이동시켜서 조리개를 변환시킨다.

솔레노이드는 측광 값에 따라서 작동된다. 셔터 해제 버튼은 반쯤 눌러진 때 측광을 개시하도록 된다. 사용자는 측광을 위

해 셔터 해제 버튼을 반쯤 누르고, 조리개 변환 판의 이동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셔터 해제 버튼을 완전히 눌러 노출

을 행한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로 노출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동 노출 제어 장치는 사용자가 조리개 변환 판이 조절되는 동안 셔터 해제 버튼을 반쯤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점

에서 결점이 있다. 반쯤 누르는 것은 적어도 10 msec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안전한 측광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러한 최소 시간 이상 계속 눌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에 내장된 전지의 낭비를 유발한

다.

사용자가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을 손가방에 넣어 휴대할 경우에는,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의 셔터 해제 버튼에 어떤

딱딱한 물건이 닿아서 셔터 해제 버튼이 돌발적으로 반쯤 눌러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측광 동작이 발생할

수 있어, 솔레노이드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 즉, 전지의 전력이 낭비되어, 전지를 교체할 수 없는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

닛에서 플래시 방출(flash emission)이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전력이 공급됨으로써 전자석에서의 솔레노이드가 과

열되어, 자발적인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제품의 안정성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셔터 해제 버튼을 반쯤 누르고 있는 동작 자체가 까다로운 일이다. 이것은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을 다루는 대부

분의 사용자는 복합 구조의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의 복잡한 조작에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셔터 해제 버튼을 반쯤 누르지 않고 완전히 누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셔터 블레이드가 노크되어 조리개

변환 완료 전에 노출이 행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사진 촬영되는 피사체로부터의 광이 셔터 블레이드에 의해 적어도 부분

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상의 질이 낮은, 상당히 노출되지 않은 프레임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사진 필름에 어

떠한 피사체의 광이 투사되지 않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조리개를 신뢰성 있게 변환할 수 있고, 전지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조리개의 변환이 노출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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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기 목적과 장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사진 광로를 개폐함으로써 노출을 행하는 셔터 블레이드와, 상

기 셔터 블레이드를 구동하는 셔터 구동 부재를 포함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를 제공한다. 여기서, 셔터 해제 버튼이

구비된다. 측광 스위치는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지는 것에 응하여 턴-온된다. 측광 회로는 측광 스위치의 턴-온에 의해 작

동되어,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한다. 조리개 변환 기구는 사진 광로에 따라서 사진 광로의 조리개를 변환한다. 딜레이 구조

물은 조리개 변환 기구의 작동 완료를 검출하여, 이에 응하여 셔터 구동 부재를 이동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딜레이 구조물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의 누름에 의해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

되어, 상기 차징 위치 내의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차징 위치에 유지하면서 회전하여, 소정 위치까지 회전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여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해제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지

연 레버를 포함하며, 여기서, 지연 레버가 소정 위치까지 회전하기 전에 측광 스위치를 턴-온한다. 가버너(governor) 기구

는 상기 지연 레버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상기 측광 스위치를 턴-온한 후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로 상기 조리개의 변환

을 완료할 때까지, 상기 지연 레버가 상기 소정 위치까지 회전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셔터 구동 부재가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를 때에 셔터 블레이드를 개폐한다. 상기

측광 스위치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못 미치는 측광 위치에 이를 때에 턴-온된다. 상기 딜레이 구

조물은 상기 측광 위치와 상기 셔터 구동 위치 사이에서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의 변환 종료 후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셔터 구동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가버너 기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셔터 구동 부재는 셔터 구동 위치에 이를 때에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개폐한다. 상기 측광 스위치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가 상기 셔터 구동 위치에 못 미치는 측광 위치에 이를 때에 턴-온된다.

상기 딜레이 구조물은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측광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기 조리개의 변환이 종료될 때 상기 셔터 구

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는 유지 레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딜레이 구조물은 맞물림 위치와 맞물림 해제 위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

하고, 상기 맞물림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차징 위치에 유지시키며,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상기 해제 위치로 이동시키는 정지 레버를 포함한다. 인에이블링 레버(enabling

lever)는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질 때 구동되어, 상기 측광 스위치를 턴-온하고, 그 후 상기 정지 레버를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를 향하여 이동시키고, 상기 정지 레버를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의 변환 종료 후 상기 맞물림 해제 위치로 이동시

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딜레이 구조물은 상기 셔터 해제 버튼이 눌러진 후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의 변환 종료까지,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차지된 상태로 유지하는 전자석 리테이너(electromagnetic retainer)를 포

함한다. 제어 회로는 상기 측광 스위치가 턴-온될 때 작동되어, 상기 조리개 변환 기구의 변환에 요구되는 시간만큼 지연

시키고, 상기 전자석 리테이너의 유지력을 감소시켜 상기 셔터 구동 부재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셔터 해제 동작 시에 앞쪽으로 이동하고 또한 스프링에 의해 뒤쪽으로 이동

하는 셔터 구동 부재를 포함하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가 제공된다. 연결 부재는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에 의해 앞

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 가능하고,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지 않고 앞쪽으로 이동하며,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

도록 뒤쪽으로 이동한다. 상기 측광 스위치는 상기 측광 스위치의 턴-온에 의해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기 시작한다. 조리

개 변환 기구는 상기 연결 부재가 상기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기 시작하기 전에, 상기 측광 회로로부터의 측광 신호에 따

라서 조리개를 변환한다.

또한, 비틀림 코일 스프링은 상기 셔터 구동 부재와 상기 연결 부재 사이를 연결하고, 상기 셔터 구동 부재의 회전에 의해

차징되고, 상기 연결 부재를 바이어스 및 이동시킨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조리개를 안정하게 변환시킬 수 있으며, 전지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조리개 변환 기구

의 조작 완료를 그에 따른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 전에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리개의 변환이 노출 조작에 영향

을 주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는 노출 제어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형태]

도 1에서는,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을 설명하며, 이 유닛에는 하우징(10)과, 패키징 벨트(packaging belt)(11)를 포함한

다. 하우징(10)에는 여러 가지 노출용 구성 요소와, 사진 필름 카세트가 구비되어 있다. 패키징 벨트(11)는 하우징(1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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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둘러싸고 있다. 하우징(10)의 전면에는 촬영 렌즈(12), 뷰파인더(viewfinder)(13), 플래시 발광부(flash emitter)(14)

, 플래시 버튼(flash button)(15) 및 수광 창(16)이 구비된다. 하우징(10)의 상부에는 셔터 해제 버튼(shutter release

button)(17), 프레임 카운터(20) 및 충전 상태 표시 창(21)이 구비된다. 하우징(10)의 후면에는 와인더 휠(winder wheel)

(22)이 구비된다.

도 2에서는, 하우징(10)의 내부 구조를 설명한다. 하우징(10)은 기부(main body)(23), 노출 유닛(24), 전자 플래시 유닛

(25), 카세트 통(26), 사진 필름(27), 전면 커버(30) 및 후면 커버(31)로 구성된다. 전면 커버(30)와 후면 커버(31)는 이러

한 구성 요소들을 덮는다. 기부(23)는 노출 창(32), 카세트 수납실(33) 및 사진 필름 롤 수납실(34)을 포함한다. 노출 창

(32)은 사진 필름(27) 내의 노출 영역을 한정한다. 카세트 수납실(33)은 카세트 통(26)을 수용한다. 사진 필름 롤 수납실

(34)은 카세트 통(26)으로부터 인출되어 다시 감긴 포토 필름(27)의 롤을 수용한다. 사진 필름(27)은 IX240 형이어도 좋

고, 135 형이어도 좋다.

와인더 휠(22)은 카세트 수납실(33)의 상부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된다. 카세트 통(26) 내에는 스풀(spool)(26a)이 수용되

고, 와인더 휠(22)의 축과 결합된다. 와인더 휠(22)이 1회 노출 후 회전할 때마다, 사진 필름(27)의 하나의 노출 프레임은

카세트 통(26)의 내부를 향하여 이동한다.

전면 커버(30)의 전면에는 촬영 렌즈(12)와 뷰파인더(13)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개구와, 수광 창(16)이 구비된다. 전면 커

버(30)의 상부에는 셔터 해제 버튼(17)이 나타나는 개구가 구비된다. 하부 뚜껑(35a, 35b)에는 카세트 통(26)과 사진 필름

(27)의 하단을 광밀(光密)적으로(light-tightly) 덮기 위한 후방 커버(31)가 형성된다. 하부 뚜껑(35a)은 노출 후 카세트 통

(26)에서 사진 필름(27)이 제거되기 전에 개방될 것이다.

플래시 유닛(25)은 프린트 회로 기판(36), 플래시 발광부(14), 주 커패시터(37), 건전지(38), 싱크 스위치(sync switch)

(40) 및 차저 스위치(41)로 구성된다. 플래시 발광부(14)는 프린트 회로 기판(36) 상에 장착된다. 프린트 회로 기판(36)은

주 커패시터(37)의 충·방전을 제어하는 주지의 구조물 내에 전자 플래시 회로를 포함한다. 플래시 버튼(15)은 프린트 회로

기판(36)의 전면 상에서 활주 가능하며, 플래시 회로를 동작하는 차저 스위치(41)를 턴-온하도록 활주하게 된다. 플래시

회로는 종래에 주지된 블록킹 오실레이터(blocking oscillator)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며, 건전지(38)의

전압을 약 300 볼트의 고전압으로 전환시켜 주 커패시터(37)를 충전하게 된다. 주 커패시터(37)의 충전 시, 충전 상태 표

시 창(21) 내에 위치한 발광 다이오드가 구동되어 발광하게 된다.

도 3에서는, 노출 유닛(24)이 어둠 상자(42), 셔터 커버(43), 셔터 블레이드(blade)(44), 조리개 변환 판(45), 솔레노이드

(solenoid) 또는 전자석(46) 등을 포함하는 구성 요소들로 구성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셔터 개구(47)는 피사체로부터 노

출 창(32)의 내부로 광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둠 상자(42)의 중심에 형성된다. 노출 유닛(24)에는 또한, 어둠 상자(42)의

상부에 배치된 셔터 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셔터 구동 레버(50)가 구비된다.

셔터 블레이드(44)는 셔터 블레이드(44)의 단부에 형성된 축 구멍을 중심으로 어둠 상자(42) 상에서 회전 가능하다. 인장

스프링(51)은 셔터 블레이드(44)를 광로(light path)를 가로막는 위치까지 밀어붙인다. 셔터 해제 버튼(17)이 셔터 작동을

위해 눌러지면, 셔터 블레이드(44)의 구동 돌출부(driven projection)(44a)가 셔터 구동 레버(50)에 의해 노크되어 셔터

개구(47)를 개방하게 된다. 셔터 블레이드(44)가 인장 스프링(51)의 밀어붙임에 의해 초기 위치로 되돌아갈 때까지 사진

필름(27)에 노출이 행하여진다.

조리개 변환 판(45)은 어둠 상자(42)과 셔터 블레이드(44) 사이에 배치되고, 축 구멍(45a)을 가지며, 그 축 구멍(45a)을 중

심으로 조리개 변환 판(45)이 회전 가능하다. 조리개 변환 판(45)에는 소구경 개구(52)와 대구경 개구(53)가 형성되어 있

다. 인장 스프링(54)은 조리개 변환 판(45)을 대구경 개구(53)가 사진 광로에 놓인 제 1 위치까지 밀어붙인다. 조리개 변환

판(45)이 제 1 위치 너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둠 상자(42)에 정지구(55)가 형성되어 있다.

솔레노이드(46)는 어둠 상자(42)에 고정된다. 솔레노이드(46)에는 측광 회로(photometric circuit)(56) 또는 측광 구동 회

로가 연결된다. 도 2에서의 프린트 회로 기판(36)은 플래시 회로를 갖는 측광 회로(56)를 포함한다. 측광 스위치(57)가 턴

-온되면, 측광 회로(56)가 건전지(38)로부터의 전류의 흐름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 또한, 수광 소자(59)는 측광 회로(56)

에 접속된다. 또한, 도 2의 프린트 회로 기판(36) 내의 수광 소자(59)는 수광 창(16) 내에 배치된다. 수광 소자(59)의 일 예

는 황화 카드뮴(CdS)이며, 수광 창(16)을 통해 도입된 피사체의 휘도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

측광 회로(56)는 베이스-이미터 전압이 수광 소자(59)의 저항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피사체의

휘도가 기준 휘도에 이르면, 베이스-이미터 전압이 트랜지스터를 턴-온할 정도로 충분한 값이 된다. 전류는 건전지(38)로

부터 솔레노이드(46)로 흐르며, 솔레노이드(46) 주위에 자계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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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광 소자(59)는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사체의 휘도에 따라서 전류를 광전자적으로 흐르는 할 수 있는 광

다이오드로 구성하여도 좋다.

철 세그먼트(iron segment)(58)는 조리개 변환 판(45)의 단부에 고정된다. 솔레노이드(46) 내에 전류가 흐르면, 철 세그먼

트(58)와 솔레노이드(46) 사이에 자기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리개 변환 판(45)은, 소구경 개구(52)가 광로 내에 놓여 있

는 제 2 위치로 이동한다. 철 세그먼트(58)는 솔레노이드(46)와 접하게 된다.

도 4a 및 도 4b에서는, 피사체의 휘도에 따른 조리개 변환 판(45)의 이동 위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피사체의 휘도가 기준

휘도보다 여전히 낮으면, 솔레노이드(46) 내에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다. 대구경 개구(53)를 통하여 노출을 행하기 위해

서는, 인장 스프링(54)이 조리개 변환 판(45)을 도 4a에 나타낸 제 1 위치 내에 유지시킨다. 피사체의 휘도가 기준 휘도와

같거나 그보다 크면, 솔레노이드(46) 내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소구경 개구(52)를 통하여 노출을 행하기 위해서는, 솔레노

이드(46)의 철 세그먼트(58)로의 인력에 의해 조리개 변환 판(45)을 도 4b에 나타낸 제 2 위치로 이동시킨다.

측광 회로(56)는 측광 결과인 피사체의 휘도를 소정 시간, 예컨대 100 ∼ 200 msec 동안 유지하는 구성을 갖는다. 피사체

의 휘도가 기준 휘도와 같거나 더 크다고 검출되면, 일단 조리개 변환 판(45)이 제 2 위치로 이동하고, 측광 회로(56)는 피

사체의 휘도가 감소하더라도 조리개 변환 판(45)을 제 2 위치에 유지시킨다. 또한, 피사체의 휘도가 기준 휘도보다 작다고

검출되면, 일단 조리개 변환 판(45)이 제 1 위치에 놓이고, 측광 회로(56)는 피사체의 휘도가 증가하더라도 조리개 변환 판

(45)의 위치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조리개 변환 판(45)이 노출 중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노출이 실패할 가능

성을 피할 수 있다.

도 5에서는, 셔터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셔터 장치는 셔터 구동 레버(50), 지연 레버(60), 유지 또는 해제 레버(61)

, 가버너 기구(governor mechanism)(62), 캠 부재(cam member)(63) 및 스프로킷 휠(64)에 의해 구성된다.

캠 부재(63)에는 피벗(63a)이 구비되고, 어둠 상자(42) 상부 부근에서 회전 가능하다. 캠 부재(63)는 디스크와 반원형 캠

을 포함한다. 디스크에는 유지 레버(61)를 잠그기 위한 잠금 노치(63b)가 형성되어 있다. 반원형 캠은 제 1 캠 부(63c)와

제 2 캠 부(63d)를 포함한다. 제 1 캠 부(63c)는 셔터 구동 레버(50)와 접한다. 제 2 캠 부(63d)는 지연 레버(60)와 접한다.

어둠 상자(42)에는 보스(boss)(69)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보스(69)는 피벗(63a)의 축 단이 삽입되는 구멍을 가지고, 스프

로킷 휠(64)에 고정된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진 필름(27)은 천공 구멍(27a)을 구비하고 있다. 스프로킷 휠(64)의 톱니는 천공 구멍(27a)과

맞물린다. 와인더 휠(22)을 회전시킴으로써 사진 필름(27)이 이동되고, 스프로킷 휠(64)과 캠 부재(63)가 회전한다.

셔터 구동 레버(50)는 어둠 상자(42) 상에서 회전 가능한 방식으로 피벗 핀(65)에 의해 지지된다. 셔터 구동 레버(50)의 상

부에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66)이 배치되며, 비틀림 코일 스프링(66)의 일 단은 셔터 구동 레버(50)에 고정되고, 타 단은

어둠 상자(42)에 고정된다. 셔터 구동 레버(50)는 노커 암(knocker arm)(50a), 캠 폴로어 후크(cam follower hook)(50b)

및 구동 돌출부(50c)를 포함한다. 노커 암(50a)은 셔터 블레이드(44)의 구동 돌출부(44a)를 노크한다. 캠 폴로어 후크

(50b)는 제 1 캠 부(63c)와 접한다. 구동 돌출부(50c)는 지연 레버(60)와 접한다. 캠 부재(63)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

면, 캠 폴로어 후크(50b)가 제 1 캠 부(63c)에 의해 푸싱되어 셔터 구동 레버(50)를 비틀림 코일 스프링(66)에 대하여 회전

시킨다. 따라서, 셔터 장치가 차징된다.

어둠 상자(42) 상에는 회전 가능한 방식으로 지연 레버(60)가 배치되어, 가버너 기구(62)와 함께 딜레이 장치를 구성한다.

지연 레버(60)에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68)과 리벳(rivet) 또는 머리가 있는 핀(70)을 구비한다. 지연 레버(60)의 일 단에

는 기어 부(60a)가 형성되어, 후술하는 이스케이프먼트 휠(escapement wheel)(73)과 맞물린다. 지연 레버(60)의 캠 폴로

어 돌출부(60b)는 제 2 캠 부(63d)와 접한다. 지연 레버(60)의 유지 돌출부(60c)는 유지 레버(61)를 정지시킨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68)의 일 단은 지연 레버(60)의 캠 폴로어 돌출부(60b)에 고정되고, 타 단은 어둠 상자(42)에 고정된다. 캠 부

재(63)가 회전하면, 캠 폴로어 돌출부(60b)가 제 2 캠 폴로어 돌출부(63d)에 의해 푸싱되어 지연 레버(60)를 비틀림 코일

스프링(68)의 바이어스에 대하여 회전시킨다.

유지 레버(61)는 여러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구동 돌출부(61a), 유지 클로(claw)(61b), 블록킹 클로(61c) 및 수용 돌출부

(61d)를 포함한다. 어둠 상자(42)에는 피벗 핀(67)이 형성되어, 회전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 레버(61)를 지지한다. 유지 레

버(61) 아래에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72)이 배치되며, 그 일 단은 구동 돌출부(61a)에 고정되고, 타 단은 어둠 상자(42)에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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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레버(61)의 수용 돌출부(61d)는 지연 레버(60)의 유지 돌출부(60c)와 접한다. 유지 클로(61b)는 캠 부재(63)의 잠금

노치(63b)로 들어가서 유지 레버(61)를 정지시킨다. 유지 레버(61)가 회전하면 블록킹 클로(61c)가 와인더 휠(22) 주위의

톱니와 맞물리게 되어, 와인더 휠(22)의 회전을 막게 된다. 셔터 해제 버튼(17)이 눌러지면 셔터 해제 버튼(17)의 안쪽 부

분에 의해 구동 돌출부(61a)가 푸싱되고, 지연 레버(60)를 회전시키게 된다.

가버너 기구(62)는 이스케이프먼트 휠(73)과 앵커(74)로 구성되며, 어둠 상자(42)의 상부에 배치된다. 이스케이프먼트 휠

(73)의 회전 속도는 앵커(74)에 의해 조절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스케이프먼트 휠(73)은 지연 레버(60)의 기어 부(60a)

와 맞물려서, 지연 레버(60)와 함께 회전한다. 그러므로, 가버너 기구(62)가 작동하여 지연 레버(60)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

게 된다. 이스케이프먼트 휠(73)에는 섹터형 스위칭 리지(switching ridge)(75)가 형성된다. 스위칭 리지(75)는 이스케이

프먼트 휠(73)이 회전하는 동안만 측광 스위치(57)에 접하여 턴-온시키게 된다.

도 6에서는, 기어 부(60a)의 일 단이 이스케이프먼트 휠(73)의 더 작은 휠 부분과 접하여 맞물리는 위치에, 비틀림 코일 스

프링(68)의 바이어스에 의해 지연 레버(60)가 유지된다. 이와 동시에, 스위칭 리지(75)는 측광 스위치(57)로부터 떨어져

서, 측광 스위치(57)가 턴-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측광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유지 레버(61) 상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72)은 회전 부하를 수용하여, 유지 레버(61)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72)의 바이어스 힘은 지연 레버(60) 상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68)의 바이어스 힘보다 작다. 유지 레버(61)에

서, 수용 돌출부(61d)는 지연 레버(60)에 의해 유지되며, 지연 레버(60)의 유지 돌출부(60c)와 접하게 된다.

와인더 휠(22)이 회전하면, 캠 부재(63)는 스프로킷 휠(64)과 함께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게 된다. 도 7에서, 제 1 캠 부

(63c)는 셔터 구동 레버(50)의 캠 폴로어 후크(50b)를 푸싱하여, 셔터 구동 레버(50)가 차징 위치에 대해 시계 방향으로 회

전하게 된다.

캠 부재(63)가 회전하면, 제 2 캠 부(63d)는 지연 레버(60)의 캠 폴로어 돌출부(60b)를 푸싱하여, 지연 레버(60)가 시계 방

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지연 레버(60)가 소정 양만큼 회전하면, 지연 레버(60)의 유지 돌출부(60c)가 유지 레버(61)의 수

용 돌출부(61d)로부터 떨어져서, 유지 레버(61)가 도 8에서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따라서, 유지 클로(61b)가 캠

부재(63)와 접촉하게 된다.

셔터 구동 레버(50)에서, 캠 폴로어 후크(50b)는 제 1 캠 부(63c)로부터 떨어져 있다. 셔터 구동 레버(50)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66)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적으로 힘을 수용한다. 그러나, 셔터 구동 레버(50)의 구동 돌출부(50c)는 지연

레버(60)에 의해 푸싱되어진다. 셔터 구동 레버(50)는 지연 레버(60)에 의해 차징 위치에 유지된다.

와인더 휠(22)이 회전하면 캠 부재(63)를 반시계 방향으로 더 회전하게 한다. 도 9에서, 사진 필름(27)이 1 프레임만큼 감

길 때 유지 클로(61b)가 잠금 노치(63b)에 들어가서, 유지 레버(61)가 유지된다. 그 후, 유지 레버(61)가 시계 방향으로 회

전하여 블록킹 클로(61c)와 와인더 휠(22)의 톱니를 맞물리게 하여, 회전을 막는다. 유지 레버(61)의 수용 돌출부(61d)가

유지 돌출부(60c)의 회전 궤도에 들어감으로써, 수용 돌출부(61d) 상에서 접하는 유지 돌출부(60c)를 갖는 유지 레버(61)

에 의해 지연 레버(60)가 유지된다. 따라서, 셔터 장치가 차징 또는 코킹(cocking)된다.

셔터 해제 버튼(17)이 눌러지면,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셔터 해제 버튼(17)에 의해 구동 돌출부(61a)가 눌러진다. 유

지 레버(61)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72)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유지 레버(61)에서, 수용 돌출부(61d)는 지연

레버(60)의 유지 돌출부(61c)의 회전 궤도로부터 빠져 나오고, 지연 레버(60)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것에

대응하여, 이스케이프먼트 휠(73)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스위칭 리지(75)는 측광 스위치(57)를 턴-온한다. 측광

회로(56)는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도록 작동된다. 광학계(optical system)용 조리개는 측정된 피사체의 휘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셔터 구동 레버(50)에서, 구동 돌출부(50c)는 지연 레버(60)의 일 단에 의해 여전히 접하고 있다. 셔터 구동 레버(50)는 차

징 상태에 있다. 지연 레버(60)는 셔터 구동 레버(50)에 고정된 비틀림 코일 스프링(66)으로부터 마찰력을 받아서 회전한

다. 지연 레버(60)가 마찰력을 넘는 충분한 힘으로 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연 레버(60)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68)은 셔

터 구동 레버(50)의 비틀림 코일 스프링(66)의 바이어스 힘보다 더 큰 바이어스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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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레버(60)가 소정 양만큼 회전하면, 지연 레버(60)의 일 단이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동 돌출부(50c)로부터 빠져

나온다. 셔터 구동 레버(50)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노커 암(50a)은 셔터 블레이드(44)의 구동 돌출부(44a)를 재빨

리 노크하여 셔터 개구(47)를 개방한다. 지연 레버(60)는 계속하여 회전한다. 스위칭 리지(75)가 측광 스위치(57)로부터

벗어나면, 지연 레버(60)가 정지한다. 따라서, 셔터 해제 동작이 완료된다.

도 12는 셔터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이다. 조리개 변환 판(45)의 이동을 고려할 때, 피사체의 휘도는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자. 셔터 해제 버튼(17)은 T1의 시각에서 눌러진다. 먼저, 유지 레버(61)만이 움직인다. T2의 시각에서, 유

지 레버(61)가 지연 레버(60)를 해제하고 정지한다. 그 후, 지연 레버(60)가 회전하여 T3의 시각에서 측광 스위치(57)를

턴-온한다. 측광 회로(56)가 작동하여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한다. 지연 레버(60)가 회전하는 동안, 조리개가 변환된다. 셔

터 구동 레버(50)는 T4의 시각에서 열린다. 셔터 구동 레버(50)가 회전하여, T5의 시각에서 셔터 블레이드(44)를 노크 및

스윙하여, 사진 필름(27)에 대한 노출을 개시한다. 노출은 T6의 시각에서 완료된다. 측광 스위치(57)는 T7의 시각에서 턴

-오프된다. T8의 시각에서 지연 레버(60)의 회전이 정지되어, 셔터 해제를 종료한다.

지연 레버(60)가 회전하는 동안, 회전 속도는 가버너 기구(62)에 의해 변화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측광 개시 시각 T3와

셔터 구동 레버(50)의 회전 개시 시각 T4 사이의 간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T4-T3 간격의 바람직한 예는 10 ∼ 60 msec

이다. 이것은 노출을 신뢰성 있게 제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노출 개구가 변화한 후에 셔터 블레이드(44)가

개방되기 때문이다.

본 셔터 장치에서, 브레이킹 동작(breaking operation)은 가버너 장치(62)에 의해서 지연 레버(60)에 대해서만 행하여진

다. 셔터 구동 레버(50)는 차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셔터 속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상기 구성에 대한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자는 노출 개구(32) 뒤의 사진 필름(27)의 비노출 프레

임을 지정하기 위해 와인더 휠(22)을 회전시킨다. 와인더 휠(22)이 회전되어, 셔터 구동 레버(50)와 지연 레버(60)를 차징

하거나 코킹한다. 사진 필름(27)을 1 프레임 감을 때, 유지 레버(61)가 회전하여 와인더 휠(22)과 함께 블록킹 클로(61c)를

작동시키고, 와인더 휠(22)의 회전이 차단된다. 셔터 구동 레버(50)가 차징되면, 측광 스위치(57)는 셔터 해제 버튼(17)을

누르지 않아 턴 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건전지(38)의 전력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사진 영상면은 셔터 해제 버튼(17)을 누르는 사용자에 의하여 맞추어진다. 이에 응하여, 지연 레버(60)가 유지 레버(61)로

부터 풀려서, 회전을 시작한다. 지연 레버(60)가 회전하는 동안, 측광 스위치(57)가 턴-온하여 측광 회로(56)를 동작시킨

다. 피사체의 휘도 측정이 개시된다.

소량의 광을 갖는 장면을 위한 실내 사진에서는, 솔레노이드(46)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조리개 변환 판(45)은 제 1

위치에 남아 있다. 대구경 개구(56)를 통하여 노출이 행하여져서, 다량의 광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출이 부족하게

되는 일이 없이 적절한 노출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량의 광을 갖는 장면을 위한 외부 사진에서는, 솔레노이드(46) 내에 전류가 흐른다. 조리개 변환 판(45)은 제 2 위치로

이동된다. 소구경 개구(52)를 통하여 노출이 행하여져서, 노출 양을 적절한 양으로 저감한다. 따라서, 과 노출 상태가 방지

된다.

플래시 사진에서는, 측광에 의해 측정된 피사체의 휘도는 매우 작다. 솔레노이드(46) 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조리

개 변환 판(45)은 제 1 위치에 유지된다. 대구경 개구(53)를 통하여 노출이 행하여진다.

피사체의 휘도 측정과 조리개 변환 판(45)의 이동 중, 셔터 구동 레버(50)는 지연 레버(60)에 의해 차징 위치에 유지된다.

이것은, 조리개 변환 판(45)이 이동하는 동안 돌발적인 노출을 피하는데 유효하다.

지연 레버(60)가 소정 시간 회전하면, 셔터 구동 레버(50)가 지연 레버(60)의 차단으로부터 해제되어, 이동하기 시작한다.

셔터 블레이드(44)는 노크 및 스윙되어, 사진 필름(27)을 노출시킨다. 이 후, 측광 스위치(57)가 턴-오프되어 측광 동작을

종료시킨다. 지연 레버(60)는 회전을 중지시킨다. 따라서, 사진 동작이 완료된다.

도 13 ∼ 18에서는, 단일 부재가 작동하여 측광 스위치를 턴-온하고 셔터 블레이드를 노크하는,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

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 및 도 2의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에서의 경우와 유사한 구성 요소와 도 3의 조리개 변환 기구

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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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에서는, 노출 유닛에 대하여 설명하는 바, 이 노출 유닛은 조리개 변환 기구, 셔터 블레이드(44), 측광 회로(56), 2방

향 스위치(80), 셔터 구동 판(81) 및 유지 레버(82)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조리개 변환 기구는 조리개 변환 판(45), 솔레노

이드(46) 및 철 세그먼트(58)를 포함한다.

도 14에서는, 셔터 장치를 차징하기 전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2방향 스위치(80)는 스위치 세그먼트(80a), 플래시 스

위치 세그먼트(80b) 및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를 포함한다. 스위치 세그먼트(80a)는 건전지(38)에 연결되고, 플래시

스위치 세그먼트(80b)와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 사이에 배치된다. 도면 좌측 상의 플래시 스위치 세그먼트(80b)는 플

래시 회로(83)에 연결된다. 도면 우측 상의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는 측광 회로(56)에 연결된다. 측광 스위치는 스위

치 세그먼트(80a)와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에 의해 구성된다.

스위치 세그먼트(80a)는 이러한 위치에 배치되어, 자유 상태에 있으면, 플래시 스위치 세그먼트(80b)에 접하여 측광 스위

치의 턴-오프 상태를 유지시킨다. 스위치 세그먼트(80a)가 플래시 스위치 세그먼트(80b) 및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보

다 낮게 뻗어 있어, 도면 우측으로 이동하면,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에 접하여 측광 스위치를 턴-온하여 측광 회로

(56)에 동력을 공급하게 된다.

셔터 구동 판(81)은 2방향 스위치(80) 아래에 배치된다. 인장 스프링(84)은 셔터 구동 판(81)의 일 단에서의 돌출부에 고

정된다. 셔터 구동 판(81)의 상부에는 잠금 클로(81a), 스위칭 리지(81b) 및 래크 부(rack portion)(81c)를 갖는다. 셔터

구동 판(81)의 하부에는 셔터 블레이드(44)를 개폐하기 위한 노커 암(81d)을 갖는다. 사진 필름(27)을 감기 위한 사진 필

름 와인더 기구(85)는 셔터 구동 판(81)과 연결된다. 와인더 휠(22)이 회전하여 사진 필름 와인더 기구(85)를 작동시키면,

셔터 구동 판(81)이 인장 스프링(84)에 대해 좌측으로 활주하여, 셔터 장치를 차징시킨다.

유지 레버(82)는 셔터 구동 판(81)과 셔터 해제 버튼(17) 사이에 배치된다. 축 구멍(82a)은 유지 레버(82) 내에 형성되며,

유지 레버(82)는 축 구멍(82a) 주위로 회전 가능한 상태로 유지된다. 유지 레버(82)의 일 단에서의 잠금 돌출부(82b)는 셔

터 구동 판(81)을 차징 상태로 유지시킨다. 인장 스프링(86)은 잠금 돌출부(82b)에 고정되어, 인장 스프링(82)을 시계 방

향으로 바이어스시킨다. 셔터 해제 버튼(17)은 유지 레버(82) 위에 배치되어, 눌러지면, 유지 레버(82)가 인장 스프링(86)

의 바이어스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한다.

가버너 기구(90)는 셔터 구동 판(81)의 상부에 배치되며, 회전 가능한 이스케이프먼트 휠(87)과 앵커(88)로 구성되어 있

다. 앵커(88)는 이스케이프먼트 휠(87)의 회전 속도를 조절한다. 또한, 이스케이프먼트 휠(87)은 셔터 구동 판(81)의 래크

부분(81c)과 맞물린다. 가버너 기구(90)는 셔터 구동 판(81)의 활주 속도를 조절하도록 동작한다.

셔터 장치가 코킹 또는 차징되기 전에, 셔터 구동 판(81)은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장 스프링에 의해 우측으로의 해제

위치에 유지되어 있다. 이 때, 어떠한 측광도 행하여지지 않으며, 이는 스위치 세그먼트(80a)가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

(80c)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진 필름 와인더 기구(85)가 구동되면, 셔터 구동 판(81)이 인장 스프링(84)의 바이어스에 대해 도면에서 좌측으로 활주

한다. 도 15에서, 셔터 구동 판(81)은 유지 레버(82)의 잠금 돌출부(82b)와 맞물려 있는 잠금 클로(81a)로 차징되어 있다.

스위치 세그먼트(80a)는 셔터 구동 판(81)과 접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측광 스위치는 턴-오프된 채로 있다. 따라서 측광

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셔터 해제 버튼(17)이 차징된 셔터 구동 판(81)로 눌러지면, 유지 레버(82)가 셔터 해제 버튼(17)의 내부에 의해 푸싱되어

서, 인장 스프링(86)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도 16에서, 셔터 구동 판(81)은 유지 레버(82)와 맞물려 있지

않아, 인장 스프링(84)에 의해 도면에서 우측으로 활주하게 된다. 셔터 구동 판(81)이 활주하기 시작한 때, 스위치 세그먼

트(80a)가 스위칭 리지(81b)에 의해 푸싱되어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와 접하게 된다. 따라서, 측광 스위치가 턴-온되

어, 측광 회로(56)를 동작시킨다.

측광 회로(56)가 동작하면, 건전지(38)의 전력이 측광 회로(56)로 공급되어, 수광 소자(59)로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휘도가 기준 휘도와 같거나 더 크면, 솔레노이드(46)가 작동된다. 조리개 변환 판(45)이 인장 스프링(54)의

바이어스에 대해 제 2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측정된 휘도가 기준 휘도보다 낮으면, 조리개 변환 판(45)은 솔레노이드(46)

를 작동시키지 않고 제 1 위치에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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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구동 판(81)은 더 활주한다. 도 17에서, 셔터 블레이드(44)의 구동 돌출부(44a)는 셔터 구동 판(81d)에 의해 노크된

다. 이 때, 셔터 블레이드(44)가 회전하게 된다. 따라서, 사진 필름(27)은 셔터 블레이드(44)가 개방되는 동안 노출하게 된

다.

측정된 휘도가 기준 휘도보다 낮으면, 더 큰 노출량을 갖는 대구경 개구(53)를 통하여 노출이 행하여지며, 이는 조리개 변

환 판(45)이 제 1 위치에 유지되기 때문이다. 측정된 휘도가 기준 휘도와 같거나 더 크다면, 적절히 감소된 노출량을 갖는

소구경 개구(52)를 통하여 노출이 행하여지며, 이는 조리개 변환 판(45)이 제 2 위치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출이 완료된 후, 셔터 구동 판(81)은 도면에서의 우측으로 계속 활주한다. 스위칭 리지(81b)는 스위치 세그먼트(80a)로

부터 떨어져서, 측광 회로(56)를 턴-오프한다. 그 후, 셔터 구동 판(81)은 도 14의 해제 위치로 다시 활주하여, 셔터 동작을

완료한다.

도 18은 조리개 변환 판(45)이 제 2 위치로 이동한 조건에서의, 노출 유닛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타이밍 차트이다. 셔터

구동 판(81)이 차징된 후, 셔터 해제 버튼(17)은 T1의 시각에서 눌러진다. 그 후, 셔터 구동 판(81)이 활주하기 시작한다.

T2의 시각에서, 2방향 스위치(80)가 전환되어 측광 회로(56)와 연결되어, 측광 회로(56)가 동작하기 시작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조리개 변환 판(45)의 이동 개시와 노출 사이의 T4-T3 간격에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 지연

은 셔터 구동 판(81)의 활주 때문이며, 가버너 기구(90)에 의해 소망하는 값으로 조절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시간 지연

이 소정 값, 예컨대 조리개 변환 판(45)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10 ∼ 20 msec인 것이 좋다. 이것은 조리개 변환 판

(45)을 이동시킨 후 신뢰성 있게 노출을 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셔터 구동 판(81)이 활주되는 동안에만 2방향 스위치(80)가 측광측에 세팅되므로 건전지(38)의 낭비적인 사용을 피

할 수 있다. 셔터 해제 버튼이 반쯤 눌린 때에도 측광 회로(56)는 작동하지 않는다.

도 19-24에 가버너 기구가 사용되지 않는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 및 2의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의 구

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요소들은 동일 참조번호로 표시된다.

도 19에서, 셔터 블레이드(91)는 어둠 상자(42)에 있는 셔터 개구(47)의 앞에 배치된다. 셔터 블레이드(91)의 축 구멍

(91a)은 셔터 블레이드(91)가 그 축 구멍(91a)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축이다. 인장 스프링(92)은 블레이드부(91b)가

사진 광로를 폐쇄하는 위치로 셔터 블레이드(91)를 바이어스한다. 조리개 변환 판(93)이 셔터 블레이드(91)의 앞에 배치된

다. 조리개 변환 판(93)에서의 축 구멍(93a)은 조리개 변환 판(93)이 회전할 수 있는 축이다. 축 구멍(93a)의 옆에 조리개

변환 판(93)에 형성된 소구경 개구(94)와 대구경 개구(95)가 있다.

조리개 변환 판(93)의 각 단부에 구동 돌출부(96a, 96b)가 형성되어 셔터 장치의 부분을 구성한다. 조리개 변환 판(93)의

후방에 핀(도시되지 않음)이 배치된다. 코일 스프링(97)은 핀에 고정되고 도 20 에 도시된 중간 위치로 조리개 변환 판(93)

을 바이어스한다. 스프링(97)은 인장 스프링, 압축 스프링 또는 조리개 변환 판(93)을 도 23 및 도 24의 제 1 및 제 2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하게 상기 중간 위치로 바이어스하기 위한 임의의 바이어스 소자일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개의 영구자석(100a, 100b)이 조리개 변환 판(93)의 전면에 고정되며, 축 구멍(93a)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영구자석

(100a, 100b)의 전방의 극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구자석(100a)의 전방 극은 N극이고, 영구자석(100b)의 전방 극은

S극이다. 조리개 변환 판(93)의 전방에 두 개의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 101b)가 배치된다. 지지판(102)은 조리개 변환

판(93)이 1/4 회전할 때 영구자석(100a, 100b)이 오는 위치에서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 101b)를 지지한다.

측광 회로(103) 또는 측광 구동 회로가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 101b)의 양측에 접속되고, 측정된 피사체 휘도의 값에

따라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 101b) 중 선택된 하나를 작동시키도록 구성된다.

각각의 전방 극이 N극 및 S극인 영구자석(100a, 100b)과 대향하는 N극을 갖는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 101b)에 대하

여 본 실시예가 기재된다. 또한,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 101b)는 본 실시예와 반대되는 극성을 가질 수도 있다.

피사체 휘도가 기준 휘도 이상이라는 것을 측광 회로(103)가 검출하면, 측광 회로(103)는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b)를 작

동한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b)와 영구자석(100a) 간에 척력이 발생한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b)와 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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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b) 간에는 인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리개 변환 판(93)이 시계 방향으로 코일 스프링(97)에 대하여 회전한다. 조리

개 변환 판(93)이 1/4 회전하면, 인력이 최대로 된다. 척력은 최소로 된다. 조리개 변환 판(93)이 소구경 개구(94)가 광로

에 세팅된 제 1 위치에 유지된다.

한편, 피사체 휘도가 기준 휘도 미만이라는 것을 측광 회로(103)가 검출하면,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가 작동한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와 영구자석(100a) 간에 척력이 발생한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a)와 영구자석(100b) 간에는 인

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리개 변환 판(93)이 반시계 방향으로 1/4 회전하여 대구경 개구(95)가 광로에 세팅되는 제 2 위

치에 유지된다.

유지 레버(104)가 광축에 대하여 조리개 변환 판(93)과 대향하여 위치한다. 축 구멍(104a)은 유지 레버(104)에 회전 가능

하게 형성된다. 인장 스프링(105)은 유지 레버(104)의 일단에 고정된다. 정지구(106)가 유지 레버(104)의 타단과 접촉한

다. 구동 리지(104b)가 유지 레버(104)에 형성되며, 조리개 변환 판(93)이 회전할 때 구동 돌출부(96a, 96b)에 의해 푸싱

된다.

셔터 구동 판(107)은 유지 레버(104) 위에 배치되며, 유지 돌출부(107a), 노커 암(107b) 및 스위칭 돌출부(107c)를 구비

한다. 유지 돌출부(107a)는 유지 레버(104)와 맞물린다. 노커 암(107b)이 개방되고 셔터 블레이드(91)를 닫는다. 스위칭

돌출부(107c)는 2방향 스위치(80)와 접촉한다.

도 20에, 셔터 차징 전의 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인장 스프링(108)은 가버너 기구(90)의 우측으로 해제된 위치에 셔터 구

동 판(107)을 유지한다. 조리개 변환 판(93)이 코일 스프링(97)에 의해 바이어스되어 소구경 개구(94) 및 대구경 개구(95)

양측이 광로와 떨어진 중간 위치에 유지된다.

사진 필름 와인더 기구(85)가 가동되면, 셔터 구동 판(107)이 인장 스프링(108)에 거슬러서 도면의 좌측으로 활주한다(도

21 참조). 스위칭 돌출부(107c)는 2방향 스위치(80)의 스위치 세그먼트(80a)로부터 좌측 위치로 움직인다. 유지 돌출부

(107a)는 유지 레버(104)로부터 좌측으로 차징된 위치에 유지된다.

셔터 해제 버튼(17)이 눌러지면, 셔터 구동 판(107)의 유지는 중단된다. 셔터 구동 판(107)은 우측으로 활주한다. 도 22에

서, 셔터 구동 판(107)은 유지 돌출부(107a)가 유지 레버(104)의 일단과 접촉하는 위치에 유지된다. 스위칭 돌출부(107c)

가 2방향 스위치(80)의 스위치 세그먼트(80a)를 누른다. 스위치 세그먼트(80a)는 우측으로 움직여서 측광 스위치 세그먼

트(80c)와 접촉하게 된다. 측광 회로(103)가 턴-온되어 동작한다.

사진 피사체가 고휘도인 경우, 판 이동 솔레노이드(101b)가 작동한다. 조리개 변환 판(93)이 시계 방향으로 1/4 회전하여

제 2 위치로 움직인다. 소구경 개구(94)가 광로에 세팅된다. 다음에, 구동 돌출부(96a)가 유지 레버(104)의 구동 리지

(104b)를 푸싱하여 유지 레버(104)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셔터 구동 판(107)은 유지 레버(104)로부터 맞물림 해

제되어 인장 스프링(108)에 의해 도면의 우측을 활주하도록 된다.

그리고 나서, 노커 암(107b)은 도 2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셔터 블레이드(91)를 노크하고 스윙한다. 소구경 개구(94)를 통

하여 노출이 수행된다. 피사체의 휘도가 낮으면, 조리개 변환 판(93)이 제 1 위치로 반시계 방향으로 1/4 회전한다. 다음에

셔터 블레이드(91)가 고휘도 동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노크되고 스윙된다. 도 24에서, 대구경 개구(95)를 통하여 노출이 수

행된다.

스위치 세그먼트(80a)가 측광 스위치 세그먼트(80c)로부터 멀어지게 된 후에도 소정의 시간 동안 하나의 솔레노이드나 전

자석 각각을 작동시키도록 측광 회로(103)가 구성된다. 조리개 변환 판(93)은 노출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된다. 본 실

시예에서, 셔터 구동 판(107)은 조리개 변환 판(93)의 이동이 종료되기 전에 유지 레버(104)와 맞물려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조리개 변환 판(93)이 신뢰성 있게 이동할 수 있다.

도 25~28에서,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셔터 구동 판은 앞뒤로 회전한다. 도 1 및 2 의 렌즈 부착 사

진 필름 유닛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참조번호로 표시된다.

도 25에서, 노출 유닛은 셔터 블레이드(110), 셔터 구동 판(111), 연결 부재(112), 조리개 변환 판(45), 솔레노이드(46) 등

으로 구성된다. 어둠 상자(42) 상에 배치된 셔터 해제 기구, 셔터 차징 기구 및 셔터 레버(113)가 있다. 셔터 차징 기구는

셔터 레버(113)를 차징된 위치로 이동시킨다. 셔터 해제 기구는 셔터 레버(113)를 해제된 위치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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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블레이드(110)는 블레이드부(110a) 및 축부(110b)로 구성된다. 축 구멍이 축부(110b)에 형성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셔터 블레이드(110)가 회전할 수 있다. 축부(110b)의 일단에서의 구동 돌출부(110c)가 노출을 위해 노크된다. 축부

(110b)의 일단에서의 스위칭 돌출부(110d)가 싱크 스위치(40)를 턴-온시킨다. 셔터 블레이드(110)는 축부(110b)에서의

인장 스프링(118)에 의해 바이어스되고, 블레이드부(110a)가 광로를 폐쇄하는 폐쇄 위치에 세팅된다.

셔터 구동 판(111)은 셔터 블레이드(110) 옆에 배치되며 회전 가능하다. 인장 스프링(114)은 셔터 구동 판(111)을 바이어

스하여 셔터 구동 판(111)의 구동 단부(111a)를 셔터 레버(113)의 이동 궤도 내에 유지한다. 셔터 레버(113)가 움직이면,

구동 단부(111a)는 셔터 레버(113)에 의해 노크되어 셔터 구동 판(111)을 인장 스프링(114)에 거슬러서 회전시킨다. 셔터

구동 판(111)은 핀(111b), 피벗 핀(111c) 및 정지구(111d)를 구비한다. 핀(111b)은 비틀림 코일 스프링(115)을 지지한

다. 피벗 핀(111c)은 연결 부재(112)와의 연결에 이용된다. 정지구(111d)는 연결 부재(112)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연결 부재(112)는 셔터 블레이드(110)와 셔터 구동 판(111) 사이에 위치한다. 연결 부재(112)의 보스(112a)는 셔터 구동

판(111)의 피벗 핀(111c)이 회전 가능하게 삽입되고 지지되는 구멍을 갖는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15)은 보스(112a)에

대하여 장착되어 있다. 연결 부재(112)에서, 핀(112b)은 비틀림 코일 스프링(115)의 일단을 수납하고, 그 타단은 셔터 구

동 판(111)의 핀(111b)에 수납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15)의 바이어스는 연결 부재(112)를 정지구(111d)와 접촉 상태

로 유지한다. 또한, 연결 부재(112)의 노커 암(112c)은 셔터 블레이드(110)를 노크하고 스윙한다.

측광 회로(56)는 도 2 의 프린트 회로 기판(36) 상에 수광 소자(59)와 함께 탑재된다. 측광 회로(56)를 턴-온하기 위한 측

광 스위치(116)는 셔터 구동 판(111) 옆에 배치된다. 셔터 구동 판(111)이 회전하면, 측광 스위치(116)에 포함된 세그먼트

가 눌러져서 측광 스위치(116)를 턴-온한다. 측광 회로(56)는 피사체 휘도를 측정하도록 동작한다.

도 26 은 셔터 차징 시에 노출 유닛의 상태를 도시한다. 셔터 기구에서, 셔터 레버(113)는 셔터 구동 판(111)의 좌측으로

놓인 차징된 위치에 유지된다. 또한, 연결 부재(112)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15)의 바이어스에 의해 정지구(111d)와 접촉

하여 유지된다.

셔터 해제 버튼(17)이 눌러지면, 셔터 기구가 가동되어 셔터 레버(113)를 움직인다. 셔터 구동 판(111)이 셔터 레버(113)

에 의해 노크되고 시계 방향으로 앞으로 회전한다. 이 회전은 비틀림 코일 스프링(115)을 차징하여, 연결 부재(112)가 셔

터 구동 판(111)과 함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한다.

연결 부재(112)가 회전하면, 노커 암(112c)이 셔터 블레이드(110)의 구동 돌출부(110c)와 접촉하게 된다. 폐쇄 위치의 셔

터 블레이드(110)는 어둠 상자(42)의 정지구에 의해 유지되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없다. 연결 부재(112)는, 노커

암(112c)이 구동 돌출부(110c)와 맞물린 상태에서 보스(112a)에 대하여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셔터 구동 판

(111)의 회전은 측광 스위치(116)를 턴-온하여 측광 회로(56)를 동작시킨다.

셔터 구동 판(111)이 더 회전하면, 연결 부재(112)의 노커 암(112c)은 셔터 블레이드(110)의 구동 돌출부(110c)로부터 맞

물림 해제된다. 연결 부재(112)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15)에 의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도 27에서, 연결 부재

(112)는 정지구(111d)와 접촉한 상태에서 셔터 구동 판(111) 상에 유지된다.

소정의 양만큼 셔터 구동 판(111)의 회전 시에, 인장 스프링(114)의 바이어스는 효과적으로 되어 셔터 구동 판(111)의 회

전을 정지시킨다. 도 28에서, 셔터 구동 판(111)은 인장 스프링(114)의 바이어스에 의해 반시계 방향으로 역으로 회전한

다. 동시에, 연결 부재(112)가 역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역회전 시에, 노커 암(112c)이 구동 돌출부(110c)를 노크하여

셔터 블레이드(110)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다.

피사체 휘도가 낮으면, 측광 회로(56)는 솔레노이드(46)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조리개 변환 판(45)은 제 1 위치에 유지된

다. 사진 광로에 세팅된 대구경 개구(53)를 통하여 노출이 행해진다. 피사체 휘도가 크면, 측광 회로(56)는 솔레노이드(46)

를 작동시킨다. 조리개 변환 판(45)은 제 2 위치에 세팅된다. 사진 광로에 세팅된 소구경 개구(52)를 통하여 노출이 행해진

다.

그 다음에, 인장 스프링(118)에 의해 셔터 블레이드(110)가 초기 위치로 회전하여 1회의 노출을 완료한다. 셔터 장치의 셔

터 속도는 고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1/60 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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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광 스위치(116)가 턴-온된 후 조리개의 변화가 완료되기 전에 10~20 msec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연결 부재(112)

가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에 셔터 블레이드(110)의 노크는 없다. 따라서, 셔터 해제 후에 및 노출의 개시 전에 연결 부재

(112)의 앞뒤의 이동에 있어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조리개의 변화 완료 후에 노출을 행하기 위하여 조리개 변환 판(45)

의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시간 지연이 조절되어 결정된다.

본 실시예에서, 피사체 휘도가 크면 솔레노이드(46)가 작동하여 소구경 개구(52)를 광로에 세팅한다. 선택적으로, 피사체

휘도가 낮으면 솔레노이드(46)가 작동하여 대구경 개구(53)를 광로에 세팅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대구경 개구(53) 및 소구경 개구(52)를 갖는 조리개 변환 판(45)이 움직인다. 또한, 조리개 변환 판은 소구

경 개구(52)만을 가질 수도 있다. 조리개는 소구경 개구(52)를 광로 내에 또는 광로 밖으로 세팅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도 29~36에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셔터 구동 레버가 유지되고 조리개의 변화 후에 움직

일 수 있다. 도 1 및 2 의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구성요소들과 도 3의 조리개 변환 기구는 동일한

참조번호로 표시된다.

도 29에서, 노출 유닛은 셔터 블레이드(44), 조리개 변환 판(120), 솔레노이드(46) 및 셔터 커버(43)를 갖는데, 이들 모두

는 어둠 상자(42) 상에 지지된다. 어둠 상자(42)의 상부에는 셔터 구동 레버(122) 등을 차징하는 셔터 기구가 구비된다. 셔

터 커버(43)는 노출 개구(123)가 조리개를 한정하도록 형성된 렌즈 배럴(lens barrel)을 갖는다. 촬영 렌즈(12)는 렌즈 배

럴에 장착된다.

조리개 변환 판(120)은 셔터 블레이드(44)의 정면에 배치되고, 어둠 상자(42)로부터 돌출한 피벗 핀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유지된다. 소구경 개구(124)는 조리개 변화 판(120)에 형성되고, 노출 개구(123)의 구경보다 더 작은 구경을 갖는다. 도

30a에서, 인장 스프링(125)은 조리개 변환 판(120)을 광로로부터 이격된 제 1 위치로 바이어스한다.

측광 회로(56)는 솔레노이드(46)와 연결되어 사진 피사체로부터 광을 측정한다. 측광 회로(56)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실질

적으로 동일하다. 측광 스위치(126)는 턴-온되어 측광 회로(56)에 건전지(38)로부터의 전력을 공급한다. 피사체 휘도가

기준 휘도와 동일하거나 이보다 더 큰 경우, 전류는 측광 회로(56)로부터 솔레노이드(46)로 흐른다. 솔레노이드(46)와 철

세그먼트(58) 사이에서 인력이 발생하여 조리개 변환 판(120)을 도 30b에 도시된 제 2 위치로 이동시킨다. 소구경 개구

(124)는 광로에 세팅되어 광량을 감소시킨다.

도 31에서, 셔터 기구가 도시되어 있으며, 셔터 구동 레버(122), 인에이블링 레버(130), 정지 레버(131), 해제 레버 또는

유지 레버(132) 및 캠 부재(133)를 포함하는데, 이 모두는 회전 가능한 식으로 어둠 상자(42)의 상단에 배치된다.

캠 부재(133)는 디스크 부 및 캠 부(133b)를 포함한다. 디스크 부에서, 잠금 노치(133a)는 유지 레베(132)를 잠그기 위해

형성된다. 캠 부(133b)는 부채꼴 모양을 가지며 셔터 구동 레버(122)와 접촉한다. 스프로킷 휠(134)은 어둠 상자(42) 내에

배치되고, 캠 부재(133)의 피벗 핀과 연결된다. 사진 필름(27)(도 2를 참조) 내의 천공(27a)이 스프로킷 휠(134)의 톱니와

맞물리기 때문에, 캠 부재(133)와 스프로킷 휠(134)은 와인더 휠(22)의 회전시 사진 필름(27)의 이동에 의해 회전된다.

셔터 구동 레버(122)는 노커 암(122a), 컷아웃(122b), 핀(122c) 및 캠 표면(122d)으로 구성된다. 노커 암(122a)은 셔터

블레이드(44)를 노킹 및 스윙한다. 컷아웃(122b)은 인에이블링 레버(130)와 맞물릴 수 있다. 캠 표면(122d)은 정지 레버

(131)와 접촉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35, 141)은 핀(122c) 상에 지지되는 각 단부를 포함한다. 셔터 구동 레버(122)는

셔터 차징 동작에 의해 차징 위치로, 셔터 해제 동작에 의해 해제 위치로 이동한다. 노커 암(122a)의 회전 궤도에, 셔터 블

레이드(44)의 구동 돌출부(44a)가 배치된다. 셔터 구동 레버(122)가 차징 위치로부터 해제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셔터 블

레이드(44)가 노크된다.

인에이블링 레버(130)는 캠 폴로어 후크(130a), 스위칭 돌출부(130b), 상부 돌출부(130c), 하부 돌출부(130d) 및 인에이

블링 리지(130e)로 구성되고, 셔터 구동 레버(122)와 공통하는 샤프트에 의해 지지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35)은 인에

이블링 레버(130)의 상단에 고정되고, 캠 폴로어 후크(130a) 상에 부착된 일단 및 셔터 구동 레버(122)의 핀(122c) 상에

부착된 타단을 갖는다. 캠 폴로어 후크(130a)는 캠 부(133b)와 접촉한다. 캠 부재(133)가 회전하는 경우, 캠 폴로어 후크

(130a)는 캠 부(133b)에 의해 푸싱되어 인에이블링 레버(130)를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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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이블링 레버(130)의 하부 돌출부(130d)는 스위칭 돌출부(130b)의 아래에 있고, 셔터 구동 레버(122) 내의 컷아웃

(122b)으로 들어간다. 측광 스위치(126)의 2개 세그먼트 중 하나는 스위칭 돌출부(130b)의 회전 궤도에 배치된다. 인에이

블링 레버(130)가 회전하는 경우, 스위칭 돌출부(130b)는 측광 스위치(126)를 턴-온하여 측광 회로(56)에 전력을 공급한

다. 또한, 정지구(136)는 어둠 상자(42)와 함께 형성되어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회전 범위를 제한한다.

정지 레버(131)는 상부 레버 부(131a) 및 하부 레버 부(131b)를 포함한다. 상부 레버 부(131a)는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인에이블링 리지(130e)와 접촉한다. 하부 레버 부(131b)는 셔터 구동 레버(122)의 캠 표면(122d)과 접촉한다. 정지 레버

(131)는 맞물림 위치와 맞물림 해제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하다. 정지 레버(131)가 맞물림 위치에 있는 경우, 하부 레버

부(131b)는 셔터 구동 레버(122)의 캠 표면(122d)의 회전 궤도 내로 들어가 셔터 구동 레버(122)를 차징 위치에 유지시킨

다. 정지 레버(131)가 맞물림 해제 위치에 있는 경우, 하부 레버 부(131b)는 캠 표면(122d)의 회전 궤도로부터 나와 셔터

구동 레버(122)가 해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압축 스프링(137)은 정지 레버(131)의 단부에 고정되고, 이를 맞

물림 위치로 바이어스시킨다.

유지 레버(132)는 구동 클로(132a), 잠금 클로(132b), 차단 클로(132c) 및 유지 돌출부(132d)를 포함하는 요소들의 결합

체이다. 피벗 핀(140)은 어둠 상자(42)로부터 돌출되고 유지 레버(132)를 지지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41)은 유지 레

버(132)의 아래에 배치된다. 지지 돌출부(140a)는 피벗 핀(140)과 함께 형성되고, 비틀림 코일 스프링(141)을 지지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41)은 구동 클로(132a) 상에 부착된 일단 및 셔터 구동 레버(122)의 핀(122c) 상에 부착된 타단을

갖는다.

유지 레버(132)의 잠금 클로(132b)는 셔터 차징 시에 잠금 노치(133a) 내로 들어가 유지된다. 차단 클로(132c)는 와인더

휠(22) 주위의 톱니와 맞물리게 되고, 와인더 휠(22)의 회전을 차단한다. 유지 돌출부(132d)는 유지 레버(132)의 하부에

형성되고, 셔터 차징 시에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상부 돌출부(130c)와 맞물리게 되어,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회전을

차단한다.

도 32는 셔터 차징 전의 셔터 장치를 예시한다. 인에이블링 레버(130)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35)에 의해 바이어스되어

인에이블링 리지(130e)가 정지구(136)에 의해 접촉된 상태로 유지된다. 셔터 구동 레버(122)에서, 인에이블링 레버(130)

의 하부 돌출부(130d)는 컷아웃(122b) 내로 들어간다. 인에이블링 레버(130)는 셔터 구동 레버(122)를 유지시킨다. 유지

레버(132)는 유지 돌출부(132d)가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상부 돌출부(130c)에 의해 접촉된 상태로 유지된다. 또한, 정

지 레버(131)는 상부 레버 부(131a)가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인에이블링 리지(130e)에 의해 접촉된 상태로 맞물림 해

제 위치에 유지된다.

와인더 휠(22)이 회전되는 경우, 캠 부재(133)는 스프로킷 휠(134)과 반시계 반향으로 회전한다. 도 33에서, 캠 부(133b)

는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캠 폴로어 후크(130a)와 접촉되는데, 이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35)에 대하여 시계 방향의 회

전을 한다. 또한, 하부 돌출부(130d)는 셔터 구동 레버(122)의 컷아웃(122b)을 푸싱함으로써, 셔터 구동 레버(122)는 비

틀림 코일 스프링(141)에 대하여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한다. 유지 돌출부(132d)가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상부 돌출부

(130c)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레버(132)는 이동하지 않는다.

와인더 휠(22)은 더 회전하여, 셔터 구동 레버(122)를 차징 위치로 이동시킨다.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상부 돌출부

(130c)는 유지 레버(132)의 유지 돌출부(132d)의 회전 궤도에서 멀어지는데, 이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41)에 의해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게된다. 도 34에서, 유지 레버(132)의 잠금 클로(132b)는 잠금 노치(133a) 내로 들어간다. 차단 클로

(132c)는 와인더 휠(22) 주위의 톱니와 맞물리게 된다. 따라서 유지 레버(132)는 잠기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정지 레버(131)는 맞물림 위치로 이동한다. 하부 레버 부(131b)는 캠 표면(122d)과 접촉되어, 셔터 구동 레버

(122)의 회전을 차단한다. 유지 레버(132)가 회전하는 동안, 유지 돌출부(132d)는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상부 돌출부

(130c)의 회전 궤도 내로 와서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회전을 차단한다. 이제 셔터 장치는 셔터 구동 레버(122)가 차징

위치에 유지되는 상태로 완전히 차징된다.

셔터 기구가 차징된 상태로 셔터 해제 버튼(17)이 눌려지는 경우, 셔터 해제 버튼(17)과 함께 형성된 돌출부(도시되지 않

음)는 유지 레버(132)의 구동 클로(132a)를 누른다. 도 35에서, 유지 레버(132)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41)에 대하여 반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한다. 유지 레버(132)의 유지 돌출부(132d)는 인에이블링 레버(130)의 하부 돌출부(130d)로부터 맞

물림 해제된다. 인에이블링 레버(130)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35)에 의해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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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이블링 레버(130)가 회전하는 경우, 스위칭 돌출부(130b)는 측광 회로(56)를 동작시키도록 턴-온되는 측광 스위치

(126)의 세그먼트를 푸싱한다. 인에이블링 리지(130e)가 상부 레버 부(131a)의 푸싱 시에 회전하기 때문에, 정지 레버

(131)는 맞물림 위치로부터 압축 스프링(137)에 대한 맞물림 해제 위치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캠 표면(122d)이 정지 레버

(131)의 하부 레버 부(131b)와 접촉하기 때문에, 셔터 구동 레버(122)는 차징 위치에 유지된다.

인에이블링 레버(130)가 소정의 크기로 회전하는 경우, 정지 레버(131)는 맞물림 해제 위치로 이동한다. 하부 레버 부

(131b)는 셔터 구동 레버(122)의 캠 표면(122d)으로부터 맞물림 해제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41)이 비틀림 코일 스프

링(135)의 것보다 더 높은 바이어스력을 갖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셔터 구동 레버(122)는 차징 위치로부터 해제 위치로 이

동하도록 비틀림 코일 스프링(141)에 의해 개시된다. 도 36에서, 셔터 구동 레버(122)의 이동은 노커 암(122a)이 셔터 블

레이드(44)의 구동 돌출부(44a)를 노크하게 한다. 노출이 행해진다.

본 실시예에서, 측광 스위치(126)의 턴-온 후 및 노출 전에 소정의 크기로 인에이블링 레버(130)를 회전시키기 위해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틀림 코일 스프링(135)의 강도 및 국부 모양은 조리개 변환 판(45)의 이동에 요구되는 대략

10 msec로 시간 지연을 결정하도록 최적화될 수 있다. 이는 조리개를 확실하게 변환시킨 후에만 노출을 행하는데 효과적

이다.

본 실시예에서, 셔터 해제 버튼을 중간까지 누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조리개는 복잡한 작동없이 변환될 수 있다. 측광 스

위치(126)는 인에이블링 레버(130)가 이동되는 동안에만 턴-온된다. 이는 배터리 사용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실시예에서, 소구경 개구(124)는 피사체 휘도가 큰 경우 광로에서 세팅된다. 변형적으로, 소구경 개구(124)는 광로에서

위치 결정(제 2 위치)될 수 있지만 피사체 휘도가 낮은 경우 셔터 장치는 작동되지 않고 광로에서 떨어져서 세팅될 수 있

다. 상기의 실시예에서, 조리개 변환 판(120)은 소구경 개구(124)만을 갖는다. 또한, 소구경 및 대구경 개구는 조리개 변환

판 내에 형성될 수 있다. 조리개는 피사체 휘도에 따른 광로에서 개구 중 어느 하나를 세팅하여 변환될 수 있다.

도 37-41에서, 셔터 구동 레버가 전자석 구조로 차징 위치에 유지되는 또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

및 도 2의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에서의 것과 유사한 구성요소는 동일한 참조 부호로 표시된다.

도 37에서, 노출 유닛이 도시되어 잇다. 셔터 개구(150)는 어둠 상자(42)의 전방 벽에 형성된다. 셔터 블레이드(151) 및 조

리개 변환 판(152)은 셔터 개구(150)의 앞에 배치된다. 도 3의 셔터 커버(43)는 셔터 블레이드(151)의 앞에 고정되고, 촬

영 렌즈(12)를 포함하며 도 29에 도시된 노출 개구(123)를 갖는다.

셔터 블레이드(151)는 셔터 개구(150)를 폐쇄하는 폐쇄 위치와 이를 개방하는 개방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하다. 비틀림

스프링(153)은 셔터 블레이드(151)를 폐쇄 위치로 바이어스시킨다. 스위칭 돌출부(151b)는 셔터 블레이드(151)로부터

돌출하고, 도 2에 도시된 싱크 스위치(40)를 푸싱 및 턴-온한다.

소구경 개구(152a)는 조리개 변환 판(152) 내에 형성되고 노출 개구(123)보다 더 작은 구경을 갖는다. 조리개 변환 판

(152)은 회전 가능하고, 삽입 위치에 있는 경우 광로 내에 소구경 개구(152)를 세팅하고, 후퇴 위치에 있는 경우 광로의 밖

에 소구경 개구(152a)를 세팅한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는 조리개 변환 판(152)을 구동시킨다.

도 38a에서,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는 철의 플런저 또는 코어(155), 코일(도시되지 않음) 및 이들을 수용하는 솔레노이

드 본체(156)로 구성된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는 플런저(155)가 코일에의 전력 공급을 턴-온 및 턴-오프하는 경우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푸시-풀(push-pull) 타입이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가 작동되기 전에, 비틀림 스프링(157)은 플런저(155)가 솔레노이드 본체(156)로부터 돌출하게

하고 조리개 변환 판(152)의 뒤로 구동 핀(152b)을 푸싱하게 한다. 조리개 변환 판(152)은 삽입 위치로 유지된다. 이와 대

조적으로,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가 작동되는 경우, 플런저(155)는 솔레노이드 본체(156)로 되돌아 간다. 구동 핀

(152b)은 플런저(155)의 압력으로부터 해제된다.

핀(158)은 어둠 상자(42)로부터 돌출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60)은 핀(158)에 고정되고, 비틀림 스프링(157)보다 더

작은 바이어스력을 갖는다. 도 38b에서, 구동 핀(152b)은 플런저(155)에 의해 푸싱됨으로부터 해제된다. 비틀림 코일 스

프링(160)의 바이어스는 후퇴 위치로 조리개 변환 판(152)을 회전시킨다. 셔터 개구(150)는 광로로부터 이격 이동하여 정

지되지 않고 노출 개구(123)를 세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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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7에서, 어둠 상자(42)의 상부는 피벗 핀(161, 162, 163) 및 보스(164)를 갖는다. 금속의 스프링 판(165)은 어둠 상자

(42)에 고정된다. 카운터 디스크(166)는 피벗 핀(161) 상에 지지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 및 유지 레버(170)는 피벗

핀(162) 상에 지지된다. 셔터 구동 레버(171)는 피벗 핀(163) 상에 지지된다. 또한, 캠 부재(172)는 보스(164)에 있는 구

멍에 삽입된다.

상부 판(173)은 카운터 디스크(166)를 덮고,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로 형성되며, 피벗 핀(162)의 상단과 캠 부재(172)의 상

단을 지지한다. 렌즈 부(173a)는 상부 판(173)에 포함되며, 카운터 디스크(166)의 상면에 형성된 크기로 포함된 숫자 중

적어도 하나를 확대한다.

스프링 판(165)에 있는 구멍은 하방향으로 관통한다. 캠 부재(172)의 하단은 스프링 판(165)으로부터 아래로 돌출한다.

스프로킷 휠(174)은 캠 부재(172)의 하단과 맞물리고, 사진 필름(27)의 천공 구멍(27a)과 맞물린 주변 톱니를 갖는다. 스

프로킷 휠(174)은 이송용 사진 필름(27)의 이동에 의해 한번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게 된다.

캠 부재(172)는 하방향 순서로 톱니형 샤프트(175), 잠금 노치(176), 차저 캠 부(177), 바이어스 캠 부(178) 및 피벗(179)

을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결합체이다. 바이어스 캠 부(178)는 2개의 돌출부를 포함한다. 스프로킷 휠(174)의 톱니가 천공

구멍(27a)과 맞물리지 않는 경우, 바이어스 캠 부(178)는 스프링 판(165)에 의해 푸싱되어 캠 부재(172)가 구동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한다. 따라서, 스프로킷 휠(174)은 연속하는 하나의 천공 구멍(27a)이 맞물릴 수 있는 위상각이 되도록 회전한

다.

톱니(166a)는 카운터 디스크(166) 주위에 형성된다. 톱니형 샤프트(175)는 톱니(166a)와 맞물리게 되고 사진 필름의 이

송시 카운터 디스크(166)를 회전시킨다. 셔터 차징하기 위한 동작시, 잠금 노치(176)는 반대 감김 위치에서 유지 레버

(170)를 유지시킨다. 캠 폴로어 돌출부(171c)는 셔터 구동 레버(171)로부터 돌출한다. 캠 부재(172)가 회전되는 경우, 차

저 캠 부(177)는 캠 폴로어 돌출부(171c)를 푸싱하여 셔터 구동 레버(171)를 차징 위치로 회전시킨다.

셔터 구동 레버(171)는 보스(171a), 노커 암(171b), 캠 폴로어 돌출부(171c), 핀(171d), 금속 세그먼트(171a) 및 구동 돌

출부(171f)로 구성된다. 보스(171a)는 피벗 핀(163)의 삽입용 구멍을 갖는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은 핀(171d) 상에

부착된 일단을 갖고, 반시계 방향으로 해제 위치로 셔터 구동 레버(171)를 바이어스시킨다.

맞물림 돌출부(181)는 유지 레버(170)와 함께 형성되고, 구동 돌출부(171f)와 맞물릴 수 있다. 유지 레버(170)는 시계 방

향으로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에 의해 바이어스된다. 도 39a에서, 맞물림 돌출부(181)는 셔터 차징 상태에 있는 동안 차

징 위치로 구동 돌출부(171f)를 푸싱한다. 셔터 구동 레버(171)는 차징 위치에서 유지 레버(170)에 의해 유지된다.

금속 세그먼트(171e)는 노커 암(171b)과 보스(171a) 사이에 배치된다. 래치 솔레노이드(180)는 셔터 구동 레버(171)가

차징 위치에 있는 경우 금속 세그먼트(171e)에 의해 접촉된다.

래치 솔레노이드(180)는 철 코어(187), 코어(도시되지 않음) 및 영구 자석(188)으로 구동된다. 코어는 철 코어(187) 주위

로 감긴다. 영구 자석(188)은 철 코어(187)를 자화시킨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동안, 철 코어(187)는 영구 자석

(188)에 의해 자화되어, 철 코어(187)와 금속 세그먼트(171e) 사이에 자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차징 위치에서의 셔터 구

동 레버(171)는 래치 솔레노이드(180) 상에 유지된다.

영구 자석(188)에 의해 철 코어(187)에서 형성되는 것과 반대의 자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경우, 철 코어(187)의 자력은 감소된다. 해제 위치로의 유지 레버(170)의 회전시 구동 돌출부(171f)가 맞물림 돌출부

(181)로부터 맞물림 해제되는 경우, 철 코어(187)의 자력의 감소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이 반시계 방향으로 해제 위

치로 셔터 구동 레버(171)를 회전시키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노커 암(171b)은 셔터 블레이드(151)를 노크하여 셔터 개구

부(150)를 개폐한다. 도 40에서, 래치 솔레노이드(180)에 전력을 공급하여 셔터 해제 버튼(17)을 누른 후 소정의 시간이

지나서 개시하도록 하는 래치 솔레노이드 제어 회로(191)가 도시되어 있다.

유지 레버(170)는 맞물림 돌출부(181), 잠금 클로(182), 구동 돌출부(183), 차단 클로(184) 및 스위칭 암(185)으로 구성

된다. 잠금 클로(182)는 셔터 차징의 완결시 잠금 노치(176) 내로 들어가고 캠 부재(172)의 회전을 차단한다. 차단 클로

(184)는 셔터 차징시 와인더 휠(22) 주위의 톱니와 맞물리게 되고, 와인더 휠(22)의 회전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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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돌출부(183)는 L 자형 모양이며,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의 제 2 단부를 수용한다. 전달 로드(17a)는 셔터 해제 버

튼(17)이 눌려지는 경우 구동 돌출부(183)를 푸싱한다. 유지 레버(170)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에 대하여 해제 위치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한다. 이 회전은 맞물림 돌출부(181)를 구동 돌출부(171f)로부터 맞물림 해제시키고 셔터 구동 레버

(171)를 해제 작동 준비시킨다.

차단 클로(184)는 이제 와인더 휠(22)로부터 후퇴하여 사진 필름이 감기거나 펼쳐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유지 레버

(170)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에 의해 차징 위치 쪽으로 바이어스된다. 만약 사용자의 손가락이 셔터 해제 버튼(17)으

로부터 먼 쪽으로 움직이면, 유지 레버(170)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의 바이어스력을 받아서 차징 위치 쪽으로 회전할

준비가 된다. 그렇지만, 셔터 구동 레버(171)는 해제 위치 쪽으로 회전하여 구동 돌출부(171f)를 맞물림 돌출부(181)의 회

전 궤도 내로 넣는다. 차징 위치로의 유지 레버(170)의 회전은 도 39b의 환상선에 의해 표시된 위치 내로 제한된다. 셔터

장치가 해제된 후 와인더 휠(22)의 잠금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스위칭 암(185)의 회전 궤도 내에 배치되고, 유지 레버(170)가 차징 위치로부터 해제 위치로 회

전할 때 턴-온 또는 오프된다.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뷰파인더 렌즈를 홀딩하는 부분에 배치되고, 턴-온될 때, 측광이 시작되는 것을 유발하고, 래치

솔레노이드 제어 회로(191)에 셔터 해제 동작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신호를 보낸다.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제 1, 제

2 및 제 3 접촉 세그먼트(186a, 186b 및 186c)를 포함한다. 금속 브러시(185a)는 스위칭 암(185)의 단부에 고정되고, 접

촉 세그먼트(186a-186c)를 서로 접속시키기 위한 해제/측광 스위치(186)를 통과할 때 접촉 세그먼트(186a-186c)와 접

촉한다.

금속 브러시(185a)는 유지 레버(170)가 해제 위치로 회전할 때 및 유지 레버(170)가 셔터 차징 내의 차징 위치 쪽으로 회

전할 때 접촉 세그먼트(186a-186c)와 접촉한다.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제 1 접촉 세그먼트(186a)가 제 2 접촉 세그먼

트(186b)와 접속한 후 제 2 접촉 세그먼트(186b)가 제 3 세그먼트(186c)와 접속할 때만 턴-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만

약 제 2 접촉 세그먼트(186b)가 제 1 접촉 세그먼트(186a)와 제 2 접촉 세그먼트(186b)와의 접속보다 제 3 접촉 세그먼트

(186c)와 먼저 접속한다면 해제/측광 스위치(186)가 턴-오프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유지 레버(170)가 차징 위치로 회전할 때는 턴-온되지 않지만, 유지 레버(170)가 해

제위치로 회전할 때는 턴-온된다. 스위치 암(185)은 해제/측광 스위치(186)를 지나서 이동하고,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턴-오프된다.

도 40에서, 프린트 회로 기판(36)은 플래시 회로(83), 측광 회로(189) 또는 측광 드라이브 회로,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회로

(190) 및 래치 솔레노이드 제어 회로(191)를 포함한다. 이들 구성 요소들은 도 2에서의 건전지(38)에 의해 전력이 공급된

다. 측광 회로(189)는 피사체의 휘도를 측정한다. 해제/측광 스위치(186)가 턴-온 될 때, 측광 회로(189)는 측광을 시작하

고, 휘도 신호를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회로(190)에 보낸다.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회로(190)는 측광 회로(189)로부터의 휘

도 신호에 따른 명암 상태를 식별한다. 만약 피사체 휘도가 기준 휘도 또는 언급된 휘도와 같거나 낮은 경우, 판 이동 솔레

노이드(154)가 구동되어 조리개 변환 판(152)을 후퇴 위치로 이동한다.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가 작동되는 시간은 노출 완성을 위한 셔터 블레이드(151)의 개방/차단에 따라서 미리 설정된다.

시간 경과 후,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의 작동은 중단된다.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은 조리개 변환 판(152)을 최초 위치

로 돌려놓는다.

래치 솔레노이드 제어 회로(191)가 해제/측광 스위치(186)를 턴-온하자마자 신호를 받으면, 래치 솔레노이드 제어 회로

(191)는 조리개를 변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에 의해 지연 동작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전류가 대략 50 msec의 시간

동안 래치 솔레노이드(180) 내의 코일 쪽으로 순간적으로 흐르는 것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래치 솔레노이드(180)의 유지

력은 감소된다. 셔터 구동 레버(171)는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된다. 지연 시간은 적절히 미리 설정됨을 유의하라.

도 37-40의 실시예의 동작은 이제 도 41을 참조하여 기술된다. 플래시 버튼(15)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 의해 턴-온된다.

와인더 휠(22)은 회전된다. 사진 필름(27)은 감기고, 동시에 셔터 장치는 차징되거나 코킹된다. 사진 필름(27)이 이동함으

로써 스프로킷 휠(174) 및 캠 부재(172)를 회전시킨다.

캠 부재(172)가 회전할 때, 차저 캠 부분(177)은 캠 폴로어 돌출부(171c)를 누른다. 셔터 구동 레버(171)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167)에 대하여 차징 위치 쪽으로 회전한다. 금속 세그먼트(171e)는 철 코어(187)쪽으로 근접하여 이동된다.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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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레버(171)는 래치 솔레노이드(180)에 의해 후퇴되고 차징 위치 내에 유지된다. 셔터 구동 레버(171)의 회전이 시작

됨에 따라, 구동 돌출부(171f)는 맞물림 프로젝션(181)의 회전 궤도 밖으로 나온다. 유지 레버(170)는 비틀림 코일 스프링

(167)의 바이어스에 의해 차징 위치 쪽으로 회전된다.

캠 부재(172)가 더욱 회전할 때, 잠금 클로(182)는 캠 부재(172)의 회전을 차단하기 위해 잠금 노치(176) 내로 들어간다.

또한, 차단 클로(184)가 와인더 휠(22)과 맞물리게 되어 와인더 휠(22)의 회전을 차단한다. 이로써, 사진 필름(27)이 감겨

지는 것이 중단된다.

유지 레버(170)가 차징 위치 쪽으로 회전할 때, 금속 브러시(185a)는 해제/측광 스위치(186) 아래로 이동하여 접촉 세그

먼트(186a-186c)와 접촉한다. 우선, 제 2 접촉 세그먼트(186b)는 제 3 접촉 세그먼트(186c)와 접촉된다. 이후 제 1 접촉

세그먼트(186a)가 제 2 접촉 세그먼트(186b)와 접속된다. 결과적으로,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턴-오프를 유지한다.

사진 피사체에 대한 프레이밍 동작 후, 셔터 해제 버튼(17)은 억제된다. 유지 레버(170)는 회전하고, 따라서 스위치 암

(185)이 해제/측광 스위치(186)를 턴-온한다. 스위치 암(185)이 해제/측광 스위치(186)를 통과할 때, 해제/측광 스위치

(186)가 턴-오프된다.

해제/측광 스위치(186)가 턴-온될 때, 개시 신호가 측광 회로(189)에 보내져서 측광을 시작한다. 만약 피사체 휘도가 기준

휘도와 같거나 낮은 경우,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에 전력이 공급되어 조리개 변환 판(152)을 후퇴 위치로 이동한다. 만

약 피사체 휘도가 기준 휘도보다 크면,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는 동작하지 않는다. 즉, 조리개 변환 판(152)은 삽입 위치

내에 유지된다.

해제/측광 스위치(186)가 턴-오프 함에 따라 곧바로, 측광 회로(189)는 동작하지 않는다. 일단,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

가 작동되면, 추가적인 작동은 없다. 측광 회로(189)의 동작 시간 및 판 이동 솔레노이드(154)를 작동하는 회수를 사용자

가 셔터 해제 버튼(17)을 누르는 시간에 관계없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건전지(38)의 사용의 낭비가 방지된

다. 셔터 해제 버튼(17)을 측광을 목적으로 절반 누름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해제/측광 스위치(186)가 턴-온될 때, 신호는 래치 솔레노이드 제어 회로(191) 내로 보내어진다. 신호 수신 후 소정의 시

간 경과 후, 래치 솔레노이드 제어 회로(191)는 래치 솔레노이드(180)를 순간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셔터 구동 레버(171)

를 유지 상태로부터 해제하여 셔터 블레이드(151)의 노킹이 노출을 가져오는 것을 유발한다.

래치 솔레노이드(180)를 작동하는 시간은 소정의 짧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건전지(38) 사용의 낭비가 감소될 수 있다. 또

한, 래치 솔레노이드(180)의 동작의 시작은 조리개를 변환하는 동작에 요구되는 시간에 의해 지연된다. 셔터가 개방/차단

된 동안 광 경로 내로 조리개 변환 판(152)의 설정은 없다. 노출은 실패없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측광은 셔터의 개방/차단 바로 전에 수행된다. 노출과 동시에 휘도에 매우 근접한 기준 위도를 참조하여 조리개 변환

의 유무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리개는 정확하게 조절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세 개의 금속 세그먼트에 의해 구성된다. 변형적으로, 해제/측광 스위치(186)는

싱크 스위치(40)가 플래시 장치에 접속된 방법으로 두 개의 세그먼트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두 개의 세그먼트 중 하나는

스위치 암(185)에 의해 노크되어 해제 동작시에 턴-온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스위치 암(185)은 유지 레버(170)로

형성된다. 변형적으로 스위치 암(185)은 유지 레버(170)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조는 어떠한 실시예에 따른 렌즈 부착된 사진 필름 유닛 내로 일체화되지만, 사진용으로 단순히 제조된 콤팩

트 카메라 내에도 사용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상세히 기술되지만, 이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다양한 변경

및 개조가 명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변경 및 변조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본 명세서에 포함되는 것으

로 간주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며, 조리개를 신뢰성 있게 변환할 수 있고, 전지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조리개의 변환이 노출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용 노출 제어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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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lens-fitted photo film unit)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2는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을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3은 노출 유닛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4a는 조리개가 개방된 노출 유닛의 상태를 설명하는 정면도.

도 4b는 조리개가 폐쇄된 노출 유닛의 상태를 설명하는 정면도.

도 5는 셔터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6은 차징(charging) 동작 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7은 셔터 구동 레버가 차징된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8은 지연 레버(delay lever)가 차징된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9는 차징 동작 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10은 해제(releasing) 동작 직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11은 노출 중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12는 셔터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

도 13은 셔터 구동 부재의 이동 속도가 조절된 셔터 장치의 또 다른 바람직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14는 차징 동작 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15는 차징 동작 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16은 해제 동작 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17은 노출 중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18은 셔터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

도 19는 조리개 변환 판이 회전된 후, 셔터 구동 부재가 유지(retention) 상태에서 해제된 셔터 장치의 또 다른 바람직한 예

를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20은 차징 동작 전의 도 19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21은 차징 동작 후의 도 19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22는 해제 동작 후의 도 19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23은 조리개가 폐쇄된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24는 조리개가 개방된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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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연결 부재(transmission member)가 비틀림 코일 스프링(torsion coil spring)을 갖는 셔터 구동 판에 연결된 셔

터 장치의 바람직한 또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26은 셔터 구동 판이 전방으로 회전하는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27은 셔터 구동 판의 전방 회전의 말미에서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28은 노출 중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29는 셔터 장치를 갖는 노출 유닛의 또 다른 바람직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30a는 조리개가 완전 개방된 노출 유닛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30b는 조리개가 폐쇄된 노출 유닛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31은 도 29의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의 셔터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32는 차징 동작 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33은 차징 동작 중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34는 차징 동작 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35는 해제 동작 후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36은 노출 중의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37은 셔터 구동 레버가 전자기적으로 유지된 렌즈 부착 사진 필름 유닛 내의 셔터 장치의 바람직한 또 다른 예를 설명하

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38a는 조리개가 폐쇄된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38b는 조리개가 완전 개방된 셔터 장치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39a는 셔터 장치의 차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39b는 셔터 장치의 해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40은 셔터 장치의 회로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41은 도 37의 셔터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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