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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명칭]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selectively illuminated indicator)의 횡단
면도.

제2도는 제1도의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를 포함하는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작동기(actuator)의 횡단
면도.

제3도는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된 차단벽(barrier)의 양호한 실시예의 사시도.

제4도는 제3도에 도시된 차단벽의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

제5도는 제2도의 선택적으로 조명된 작동기를 포함하는 키패드(keypad) 조립체의 횡단면도.

제6도는 제5도의 키패드 조립체를 포함하는 무선 전화기의 블록 다이아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조명되는 표시기는 일반적으로, 전자 장치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장치의 디스플레이 또는 키패드
(keypad)에 근접하여 그 장치에 설치되거나 혹은 그 디스플레이 또는 키패드에 일체화 된다.

선택적 광원(light source)로부터의 빛이 근접한 표시기로 번지지 않도록, 특정 표시기를 선택적으로 조
명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정 표시기와 이것에 근접한 표시기 사이에 불투명한 
차단벽(an opaque barrier)을 설치함으로써 해결된다. 전형적인 불투명한 차단벽은 특정 표시기와 이와 
근접한 표시기 사이에 배치된 불투명한 하우징 벽을 포함하고, 그 특정 표시기의 측면에 불투명한 페인트
가 피복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표시기내에서 방출된 빛이 근접한 표시기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러한 해결책이 몇몇 용도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다른 용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
한 점을 많이 남긴다. 

예를들면,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가 키패드의 특정 작동기인 경우, 그 불투명한 차단벽은 또한 몇몇 
작동기를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광원으로부터 작동기의 조명을 차단한다. 특정 작동기를 포함하
여 키패드의 모든 작동기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광원에 부가되는 선택적인 광원은 전류 드레인
(drain)을 증가시키도록 활성화 된다. 또한, 단일 색의 모든 작동기를 조명할 동안에, 일반적인 광원으로
부터 방출된 색과 다른 색으로 특정 작동기를 선택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몇몇 경우(가령 광 방출 다이

7-1

1019940006181



오드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의 선택적인 광원이 부가된다.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향상된 표시기가 요구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와 관련된 문제점은 개념적으로는, 반투명 재료로 형성된 표시기를 설치하고, 
표시기의 표면보다는 표시기 내부 또는, 표시기 사이에 차단벽을 배치함으로써 해결된다. 키패드에 적용
하는 경우, 작동기내에 배치된 차단벽이 이에 근접한 작동기를 거의 조명하지 않고 작동기를 조명하기 위
하여 선택적인 광원으로부터 빛을 방출하도록 하고, 작동기와 이와 근접한 작동기 둘다를 조명하기 위하
여 일반적인 광원으로부터 빛을 방출하도록 하였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100)의 횡단면이 도시되어 있다.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100)는 양호하게는 장치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자 장치내에 사용된다.

표시기(100)는 기판(101)과, 차단벽(103) 및 특정 광원(105)을 포함한다. 이 기판(101)은 실리콘 또는 플
라스틱과 같은 거의 반투명한 재료로 형성된다. 이 기판(101)은 제1의 저측부(107)와, 제2의 상측부(109) 
및 제3의 중간 측부(111)를 갖고, 중간 측부(111)가 저측부(107)와 상측부(109) 사이에 배치된다.

상기 차단벽(103)은 기판내에 배치되고, 외부 표면 거의 아래에서, 제2측부의 적어도 일부를 조명하기 위
하여 특정 광원(105)으로부터 광을 방출하고, 제3측부의 일부라도 조명하는 것을 방지한다.

기판(101)에 차단벽(103)을 배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차단벽(103)은 제1측부(10
7)내에 형성된 구멍(103)내에 배치되고, 기판(101)의 제2측부를 향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양호하다. 이 차단벽(103)은 구멍(113)용 라이너(liner)로써 작용한다(제3도 참조). 이 차단벽(103)은 기
판(101)과  똑같은 재질로 제조되고,  차단벽의 위치에 부착하기 위하여 기판(101)내로  오버몰드형(over 
molded)이 되는 것이 양호하다. 기판에 차단벽(103)을 배치하기 위한 다른 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
한다. 즉, 기판(101)의 반투명 재료가 구멍(113)을 채울수 있도록 기판(101)과 차단벽(103)을 일체적으로 
성형하는 것과, 흰색 페인트와 같은 불투명한 물질로 구멍(113)의 표면을 선택적으로 피복하는 것과, 불
투명한 물질로 거의 반투명한 광 파이프(light pipe)의 외면을 선택적으로 피복하는 것(제4도) 및 광 파
이프를 구멍(113)내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인쇄 회로판으로 형성된 장착 기판(115)은 기판(101) 및 특정 광원(105)을 지지하고, 특정 광
원에 전력(power)을 제공하기 위한 접점을 가진다. 이 광원(105)은 양호하게는 빛 방출 다이오드이지만, 
백열 전구(an incandescent bulb) 또는 광섬유의 빛 방출기(a fiber optic light emitter)가 될 수 있다.

양(+) 또는 음(-) 형상과 같은 종래의 그래픽은 조명시 부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판(101)의 상부
측(109)에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제2도는 제1도의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100)를 포함하는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작동기(200)의 횡단
면도를 도시한다. 이 작동기(200)는 표기시(100)와 다리(leg  ;  203,  204)를 포함한다. 또한 이 작동기
(200)는 기판(101)의 저측부(107)상에 배열된 패드(205)를 포함하는 스위치와 장착 기판(115)상에 배치된 
스위치 접점(207, 209)을 작동한다.

통상 반투명한 실리콘 재료로 형성되는 엘라스토머 박막(elastomeric membrane)의 키패드가 데이터 입력 
장치로써 사용된다.

기판(101)과 같은 재질로 형성되는 다리(203, 204)는 기판(101)이 장착 기판(115)상에 현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판(101)의 상측부(109)에 적용되는 압력하에서 기판을 장착 기판(115)에 대하여 접혀질 수 있도
록 허용하는 얇은 단면적으로 갖는다.

상기 패드(205)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으로서, 기판(101)의 하측부(107)에 연결되고, 장착 기판(115)상에서 
스위치 접점(207, 209)에 대향하여 위치된다. 이 패드(205)는 기판(101)의 상측부(109)에 압력이 적용될 
때 스위치 접점(207, 209) 사이에서 패쇄 회로 조건을 나타내고, 압력이 해재될 때에는 스위치 접점(207, 
209) 사이에 개방 회로 조건을 나타낸다.

특정 광원(105)에 의하여 방출된 빛이 기판(101)의 저측부(107)와 장착 기판(115)사이의 경로를 거쳐서 
그 근처의 표시기로 보낼 수 있는 가망성을 감소하기 위하여, 특정 광원(105)은 90° 보다 작은 비교적 
좁은 투시각(viewing angle)를 갖는다.

본  발명의  표시기(100)를  작동기(200)로  실행하는 것은  특정  광원(105)에  의하여  방출된  빛이 상측부
(107)의 적어도 한부분을 조명하도록 하고, 이 빛이 중간 측부(111)의 일부분이라도 조명하는 것을 방지
한다.

제3도는 제1 및 제2도에 도시된 차단벽(103)의 양호한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차단벽(103)은 측방향 측부
(304)에 의하여 분리되어 단면(305)을 형성하고 양단부(301, 303)에서 개방된 라이너를 형성하는 중공 구
조이다. 이 차단벽(103)은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제1도의 기판과 같거나 다른 다양한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양호하게는, 이 차단벽(103)은 반사 성질을 갖도록 흰색과 같은 불투명한 색깔이다. 그러나, 이 차단벽
(103)은 반투명 재료로 형성될 수 있고, 그곳의 측방향 측부(304)상에 배치된 불투명한 피복을 갖는다. 
그리고 개방 단부(301, 303) 및 측방향 측부(304)가 기판(101)에 대하여 각각 저측부(107), 상측부(109) 
및 중간 측부(111)거의 대항되게 배치되도록 차단벽은 기판(101)내에 배치된다.

제4도는 제3도의 도시된 차단벽의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차단벽(400)은 양단부(401, 403)에서 개방
된 강체(solid) 구조이고, 측방향 측부(404)에 의하여 분리되어 단면적(405)을 형성한다. 차단벽(103)은 
실리콘 또는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제1도의 기판(101)과 같거나 다른 다양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양호
하게는, 상기 차단벽(103)은 광 파이프의 반사 성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투명 재료로 형성되고, 그곳의 
측방향 측부(104)상에 배치된 불투명한 피복을 갖는다. 개방 단부(401, 403) 및 측방향 측부(404)가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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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각각에 대하여 저측부(107), 상측부(109) 및 중간 측부(111)에 거의 대향되게 배치되도록 차단벽이 
기판(101)내에 배치된다.

제5도는 제2도의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작동기(200)를 포함하는 키패드 조립체(500)의 횡단면을 도시한다. 
이 키패드 조립체(500)는 하우징(501), 장착 기판(115), 특정 광원(105), 일반적인 광원(503) 및, 하우징
(501)과 장착 기판(115) 사이에 배치되게 되어 있는 채택된 키패드(200, 505)를 갖는다.

점선으로 도시된 키 캡(key cap ; 507, 509)은 작동기의 스위치 작용을 유지하는 동안에, 사용자가 작동
기의  서로  다른  인상과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작동기(200,  505)  각각에  선택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 키 캡은 일반적으로 키 트리(key tree)로 알려진 키 캡 내부에 형성된 얇고 가요성인 아암에 의
하여 서로 접속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특정 광을 제어하기 위하여 작동기를 분리하는 종래 
기술의 하우징 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키 트리의 사용을 양호하게 허용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일반적인 광원(505)은 하나의 작동기 보다 더 많은 일반적인 광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90°보다 더 크고 비교적 넓은 광 방출 투시각을 갖는다.

차단벽(103)은 근처의 작동기(503)를 조명하지 않고 작동기(200)의 적어도 한부분에서 조명하기 위하여 
선택적인 광원(105)에  의하여  빛이  방출되도록 하고,  작동기(200)의  적어도  한부분과 그  근처 작동기
(503)의 적어도 한부분을 조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광원(503)에 의하여 빛이 방출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에 비하여 명백한 장점을 갖는다.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100)가 키패드의 특정 
작동기(200)일 때, 작동기(200)내의 불투명한 차단벽(103)의 위치는 또한 특정 작동기(200)와 그 근처의 
작은  작동기(505)  둘다를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반적인  광원으로부터  작동기(200)가  조명되도록 
한다. 작동기(200, 505) 둘다를 조명하기 위해서, 선택적인 광원은 꺼지고, 일반적인 광원이 종래 기술과 
비교할 때 감소된 전류 드레인을 발생시키도록 작동된다.

일반적인 광원(503)에 의하여 방출된 단일 색으로 2개의 작동기(200, 505)를 조명하는 동안에, 제2의 선
택적인 광원은 일반적인 광원(503)에 의하여 방출된 색과 다른 색으로 특정 작동기(200)를 선택적으로 조
명하기 위하여 부가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경조명(backlighting)이 조명되든 조명되지 않든 
관계없이, 어떤 특정의 작동기는 이 작동기의 특정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명될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광원(503)이 조명된다면, 특정 광원에 의하여 방출된 광색은 이것의 근접 때문에 특정 작동기내
의 일반적인 광색보다 특색있게 된다.

제6도는 제5도의 키패드 조립체(500)를 포함하는 무선 전화기(600)의 사시도이다. 이 무선 전화기(600)는 
제5도의 키패드(500)와 송수신기(transmitter)와 송수신기(transceiver)/제어기(601)로 도시된 수신기 및 
제어기와 전지(603)와 같은 전원 및 안테나(605)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송수신기(handset  ; 
607)의 상부 사시도로 도시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부품은 본 기술분야에 잘 공지되어 있고, 그래서 무선 
송수신기의 통상적인 구성물과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것외에는, 여기에
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없다.

상기 송수신기(607)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신규의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작동기(200)를 갖는 키패드 조
립체(600)을 갖는다.

상기 무선전화기(600)는 움직이는 차량용이나, 휴대폰으로 이용된다. 본 발명은 데이터 또는 제어 입력 
또는 가시성의 지적이 요구되는 절첩식(portable) 무선전화기, 코드 없는 무선 전화기 데이터 터미널, 컴
퓨터, 포켓식 발광체(pocket organizer) 및 원경 조정 구성품(remote control modules)과 같은 어떤 형태
의 전자 장비에도 합체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에 있어서, 거의 반투명한 재료로 형성되고, 제1측부(107)와, 제2측부(109) 
및 제1측부(107)와 제2측부(109) 사이에 배치된 제3측부(111)를 갖는 기판(101)과, 제2측부(109)의 적어
도 한부분을 조명하기 위하여 광원(105)으로부터 빛이 방출되도록 하고, 제3측부(111)의 적어도 한부분이 
빛조명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벽(10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벽(103)은 제1측부(107)에 형성된 구멍(113)내에 배치되고, 제2측부(109)를 향
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차단벽(103)은 불투명한 재료가 선택적으로 피복된 외부 표면(404)을 갖는 반투명 광 파
이프(4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차단벽(103)은 거의 불투명한 라이너(3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차단벽(103)은 제1측부(107)내에 형성된 구멍(113)의 표면을 선택적으로 피복하는 불투
명한 재료로서, 제2측부(109)를 향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조명
되는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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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투명한 재료는 엘라스토머(elestomer)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조
명되는 표시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101)는 스위치 작동기(200)와 상기 상태 표시기(100)중의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적으로 조명되는 표시기.

청구항 8 

거의 반투명한 재료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제1작동기(200) 및 제2작동기(505), 제1작동기내에 배치되어, 
제2작동기를 조명하지 않고 제1작동기의 적어도 한부분을 조명하도록 제1광원(105)에 의하여 빛을 방출하
고, 제1작동기(200)의 적어도 한부분과 제2작동기(505)의 적어도 한부분을 조명하도록 제2광원으로부터 
빛을 방출하는 제1작동기(200)내에 배치된 차단벽(10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패드.

청구항 9 

하우징(501)과, 회로판(115)과 빛을 방출하기 위하여 작동되는 제1광원(105) 및 엘라스토머 재질의 박막
으로 형성되고, 하우징(501)과 회로판(115) 사이에 배치되도록 채택된 키패드를 포함하고, 이 키패드는, 
거의 불투명한 재료로 형성되고, 제1측부(107)와 제2측부(109) 및, 제1측부(107)와 제2측부(109) 사이에 
배치된 제3측부(111)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작동기(200)와,  작동기(200)내에 배치되어, 제2측부(109)의 
적어도 한부분을 조명하기 위하여 빛을 허용하고, 제3측부(111)의 적어도 한부분에 빛이 조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배치된 차단벽(103) 및, 인쇄판(115)에 연결되어, 작동기(200)의 동작에 따라 작동가능한 스위
치(207, 20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패드 조립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작동기(200)의 적어도 한부분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작동기(505)의 적어
도 한부분을 조명하기 위하여 빛을 방출하도록 작동되는 제2광원(503)을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키패드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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