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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학엘레멘트 및 마운트로 이루어지는 앗셈블리

요약

앗셈블리에는 마운트(1)와 광학엘레멘트(7)가 제공된다. 광학엘레멘트(7)는 탄성 연결엘레멘트에 의해 상기 마운트(1)에

직접 또는 적어도 하나의 중간엘레멘트를 통해 연결된다. 연결엘레멘트는, 외측 반경 방향 영역에서는 마운트(1) 또는 중

간엘레멘트에 연결되고 내측 반경 방향 영역에서는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12)를 통해 광학엘레멘트(7)에 연결되는 적

어도 하나의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4)를 가진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광학엘레멘트로서 마운트(mount)와 렌즈(lens)를 가진 앗셈블리를 통해 본 단면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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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는 버트 스트랩(butt straps)을 가진 멤브레인 같은 결합엘레멘트의 평면상세도

제 3 도는 평면도에 있어 멤브레인 같은 결합엘레멘트의 추가적 설계상세도

제 4 도는 멤브레인 같은 결합엘레멘트의 제 3 디자인의 평면도

제 5 도는 마운트와 광학엘레멘트를 가진 앗셈블리의 추가적 디자인을 통해서 본 단면상세도

제 6 도는 광학엘레멘트로서의 마운트와 렌즈를 가지고, 수평정렬 상의 렌즈를 가진 앗셈블리의 제 3 디자인을 통해서 본

단면상세도

제 7 도~제 11도는 결합엘레멘트로서 멤브레인 링의 여러가지 버트 스트랩 디자인 예시도

주요부호 :

1. 마운트(mount) 2. 환상의 쇼울더(annular shoulder)

3. 정지 테두리 4. 멤브레인 링(membrane ring)

6. 버트 스트랩(butt strap) 7. 렌즈(lens)

8. 슬릿트(slit) 9. 릴리프 포켓(relief pockets)

10. 릴리프 보어(relief bores) 12. 모멘트 전달연결부

13. 절취부(incision) 14. 짧은 절취부(shorter incision)

15. 세그먼트(segment) 16. 핀

17. 지지링(supporting ring) 18. 고정링(retaining ring)

21. 엣칭한 그릿드 구조(etched grid structur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분야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 1 항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종류의 광학엘레멘트와 마운트로 이루어지는 앗셈블리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종래의 앗셈블리로서는, 광학엘레멘트로서 특히 렌즈시스템(lens system)의 경우에, 렌즈(lens)를 이를 둘러싸는 마운트

(mount)에 연결시키는 것이 탄성연결엘레멘트(elastic connecting element)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된 것이 알려져 있다.

미국특허 US 5,428,482호는 광학엘레멘트와 마운트 사이에서 엘레멘트에 탄성 바아와 같은 것(elastic bar-like)으로 마

운트로부터 광학엘레멘트를 분리하는 것에 관한 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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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 EP 0 230 277 A2는 광학엘레멘트와 마운트 사이에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바아 형태의 탄성 굴곡엘레멘트를 이

용한 정밀 렌즈의 부착에 관한 것이다. 탄성 굴곡엘레멘트는 열 스트레스(thermal stress)를 보상하기 위해 반경 방향의

콤플라이언스(radial compliance)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유럽특허 EP 0 243 893 B1에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렌즈를 위치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렌즈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즉 마운트 (mount)상에 광학엘레멘트로서 렌즈를 잡고있는 판 스프링(leaf spring)으로 설계되는 복

수의 굴곡장치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광학엘레멘트와 마운트 사이에서 연결기술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광학엘레멘트를 탄성링크를 통

해 마운트에 연결하는 것인데,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설계에 따라 광학엘레멘트의 표면변형 상에서의 스트레스 또는 낮은

스트레스로부터 크게 자유로워지도록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특허청구범위 제 1 항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본 발명으로 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moment-transferring connection)을 거쳐 멤브레인과 같은 결합엘레멘트(membrane-like

joining element)로 연결하는 것은 설치 중에 스트레스가 감소되거나 더 이상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징을 부

여한다. 이는 또한 변형이나 플랜지의 허용오차가 예컨대 렌즈와 같은 광학엘레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발명에 따른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는 설치하는 동안 Z방향으로, 즉 광축 방향으로 우수한 탄성 또는 콤플라이언스

를 달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하여, 광학엘레멘트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결합엘레멘트에 정확하게 정렬될 수

있다. 후속하여, 견고한 연결이 결합엘레멘트와 광학엘레멘트 사이에서 설정되면, 본 발명에 따른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

부가 정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합엘레멘트와 광학엘레멘트 사이에서 얻어진 굴곡 각도는 사실상 고정되고, 로딩시에 추

가의 굴곡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즉, 각도의 변화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 견고한 연결을 설정함에 따라, 연결점에

서의 모멘트에 대한 자유도는 차단된다. 결과적으로, 외부힘 및 모멘트가 발생될 경우, 좌굴(buckling) 스트레스가 존재하

며, 이의 불요성은 순수 굴곡의 불요성보다 현저하게 크게 되고, 그 결과 필요한 고유 주파수 및 안정성이 보장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단한 구조적 디자인은, 결합엘레멘트가 폐쇄형 멤브레인 링을 형성하는 복수개의 링 세그먼

트 또는 멤브레인 링을 포함하는 디자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광학엘레멘트의 표면 변형상의 확실한 감소가 이

루어진다.

본 발명상의 장점과 특징을 이하에 기재하는 특허청구범위상의 종속항과 실시예 및 도면에 근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

다.

환상의 마운트 1의 내측에 환상의 쇼울더 2가 제공되며, 환상의 쇼울더는 결합엘레멘트 4의 굴곡선에 적어도 대략 상응하

도록 연장되는 정지 테두리 3를 가진다. 결합엘레멘트인 멤브레인 링4은 정지 테두리 3에 안착되고, 직접 및/또는 간접 방

식(예를 들면, 용접, 솔더링 또는 접착제 접합)에 의해 마운트 1에 견고하게 연결된다. 정확한 중심 결정을 위하여 정지부

로서 정지 테두리 3의 후단부에 중심 결정 칼라 5가 제공된다. 멤브레인 링 4, 보다 구체적으로 멤브레인 링의 내측 주연부

로부터 복수개의 버트 스트랩 6이 내향으로 돌출된다. 버트 스트랩 6은 광학엘레멘트인 렌즈 7용 정지부로서 제공된다. 버

트 스트랩 6을 갖춘 멤브레인 링 4은 탄성 재료, 예를 들면 0.3 내지 0.5mm의 매우 얇은 금속판으로 제조된다. 멤브레인

링 4에 일체로 연결되는 버트 스트랩의 경우는 예를 들면 0.1 내지 0.3mm의 얇은 두께를 가질 수 있다.

고급강, 티타늄합금, 또는 니티놀-닉켈-티타늄합금(nitinol-nickel-titanium alloys)은 기억합금(memory alloys)이라고

도 하며, 예컨대 버트 스트랩 6을 가진 멤브레인 링 4 용 금속판으로 사용가능하다. 특히, 초탄성 특성 (superelastic

properties)을 가진 합금은 소정의 목적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이들 합금이 작은 구조적 공간에서도 큰 변형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결합엘레멘트, 즉 멤브레인 링 4은, 지능 물질(intelligent material; 스마트 물질(smart material), 예컨대 형상

기억합금, 또는 압전엘레멘트(piezoelectric element))과 일체로 또는 이에 인가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

함으로써 광학엘레멘트의 변형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나 광학엘레멘트의 변형 상태의 감지가 가능하다. 멤브레인 링은 엣

칭기술로 제조가능한데, 이는 제 3 도의 실시예로 알 수 있듯이 테두리를 다수 가지고 있으면 특히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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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도는 버트 스트랩 6을 가진 멤브레인 링 4을 도시하며, 반경 방향 또는 원주 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릿트 8가 외측 주연

부와 내측 주연부로부터 교번하며 멤브레인 링 4에 형성된다. 슬릿트 8는 멤브레인 링이 예컨대 용접에 의해 마운트 1에

연결될 때 수반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멤브레인 링 4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 외에도 멤브레인 링 4에는 릴리

프 포켓(relief pockets) 9이 제공될 수도 있는데, 릴리프 포켓은 주연부 둘레에 분포되도록 배열된다. 릴리프 포켓 9은 소

정의 방법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그 예로서 원주 방향으로 연장되는 서로 다른 횡단면의 그루브홈 (grooves)과, 상기 그

루브홈 사이에 놓여지는 릴리프 보어 (relief bores) 10가 있다.

광학앗셈블리는 간편한 방법으로 조립가능하고, 렌즈 7의 위치에 대하여 매우 정밀하게 조립된다. 제 1 단계에서, 마운트

1는 강성의 평면 정합 플랜지 (mating flange) 11 상에 클램핑된다. 이어서, 멤브레인 링 4은 예컨대 용접에 의해 정지 테

두리 3에 체결된다. 다음 단계에서, 렌즈 7는 버트 스트랩 6에 위치되고, 공지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 및 결합 작

업 과정에 의하여 정렬된다. 일단 스트레이트닝과 결합작업이 완료되면, 멤브레인 링 4 또는 버트 스트랩 6의 우수한 탄성

에 의하여 스트레스나 변형 없이 렌즈 7가 안착될 수 있고, 렌즈 7와 멤브레인 링 4 또는 멤브레인 링의 버트 스트랩 6 사

이의 연결이 예컨대 연결부 12에서 접착제 접합 또는 솔더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어 모멘트를 전달할 수도 있는 연결부 12는 버트 스트랩 6을 갖춘 멤브레인 링 4에 우수한 강성

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며, 렌즈에 대한 견고한 연결 후에 굴곡된 기하하적 형상 덕택에 정밀하게 될 수 있다. 사실상,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고정각 는 연결부 12의 영역에서 얻어진다. 각 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따라, 힘이 발

생하면 멤브레인 링 4 또는 버트 스트랩 6에 대하여 약간의 S-형 굴곡(S-shape bending)이나 좌굴(buckling)만이 발생하

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설치 중에도 매우 큰 변형(deformation)이 발생 가능하나, 결합작업 후에는 큰 강성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정확도와 안정성으로 렌즈 7의 위치고정이 달성된다.

결합엘레멘트의 기하학적 디자인은, 예를 들면 버트 스트랩 6을 가진 멤브레인 링 4에서와 같이, 이를 적용시에는 매우 큰

정도로 가변가능하다. 예를 들면, 멤브레인 링 4의 기하학적 형상이 한가지 경우로 한정되고 다음 렌즈시스템에 대하여 전

부, 같아지도록 된다면, 오로지 렌즈에 대하여 소정의 직경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버트 스트랩 6의 숫자와 형상은 렌즈 중

량과 금속판 두께에 달려있고 이에 따라 가변가능하다. 멤브레인 링 4에 대해서도 같은데, 이는 닫힌 링으로 설계되고, 슬

릿트 8과 같은 슬릿트가 구비되거나 또는 각개 세그먼트 예컨대 90°각도의 세그먼트로부터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수의 각개 세그먼트로부터의 제조시에 특히 매우 큰 정확도를 요구하고, 또한 멤브레인 링 4 및/또는 버트 스트랩 6의

불균일한 굴곡을 유도하는 압연금속판의 알려진 이방성(anisotropy)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탄성을 피할 것을 요구하는 경

우에 특히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 따라 제 4 도에서, 나타나 있는 멤브레인 링 4에는, 단 6개의 절취부(incisions) 13만이

구비되는 것을 일례로 나타내었지만, 이에 따라 6개의 버트-스트랩-형의 정지표면(butt-strap-like resting surfaces)만

이 렌즈 7에 대하여 형성된다. 더욱이, 탄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짧은 절취부 14는 내부 주변으로부터 다른 절취

부 13들 사이에 또한 구비된다. 또한, 제 4 도에서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멤브레인 링 4은 4개의 각각으로 된

세그먼트 15로부터 형성된다.

Z방향으로, 즉 광축 방향으로 우수한 강성이 달성되더라도, 렌즈 7의 무가압 중심 결정(free-force centering)이 핀 16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핀 16은 주연부에 걸쳐 분포된 지지링 17의 보어공에 삽입되고, Z방향에서 핀의 길이 방향 축을

따라 배열된다. 지지링 17은 반경 방향 외측 영역에서 예를 들면 스크류에 의해 마운트 1에 연결된다. 이와 동시에, 이런

형태의 연결은 멤브레인 링 4을 마운트 1에 체결하는 형태일 수 있다.

핀 16은 L형상을 가지며, L형상의 각진 부분은 Z축에 대해 직각으로 연장되고 예를 들어 접착제 접합에 의해 렌즈 7의 원

주 방향의 벽에 L형상의 자유단이 연결된다. 렌즈 7가 Z방향으로 정렬되면, 핀 16은 지지링 17의 보어공에서 제 위치에 고

정되며, 이는 예를 들면 보어공에 접착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제 5 도에 나타나 있는 Z방향에서의 강고성의 증가는 수직으로 정렬되는 앗셈블리를 고려한 것이다.

제 6 도는 렌즈 7가 수직으로 정렬되고 Z축은 수평으로 뻗는 정렬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결합엘레멘트로서 멤브

레인 링 4 외에도, 제 2 멤브레인 링 4'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는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 (moment- transferring

connection) 12'를 거쳐, 멤브레인 링 4으로부터 반대편으로 렌즈 7의 측부에서 렌즈에 연결된다. 이 실시예의 경우, 중심

잡기엘레멘트(centering element)가 핀 16'의 형태로 구비되며, 이는 주변을 넘어 분포되어 렌즈 7의 외주변상에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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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핀 16'은 역T형을 가지며, T바아를 통해 렌즈 7의 원주상에서 견고히 접착된다. 이 핀 16'은 다음 지지링

17'에 있는 보어공에 삽입된다. 이는 렌즈 7의 정렬 다음에, 핀 16'과 지지링 17' 사이에서 견고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접착

제로 충전된다.

버트 스트랩 6과 같은 것으로 제 2 멤브레인 링 4'을 체결하기 위한 역할은 고정링(retaining ring) 18이 한다. 이에 의하여

멤브레인 링 4'은 동시적으로 지지링 17'에 연결되고, 멤브레인 링 4은 견고히 마운트 1에 연결된다.

제 7 도~11 도에는, 여러가지 타입의 멤브레인 링 4의 버트 스트랩 6의 일례가 나타나 있다.

제 7 도는 이 경우, 버트 스트랩이 구조(structure) 19를 따라 길이(종)방향으로 구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 8 도는 렌즈 7에 대한 연결부(region) 12에서의 빗구조(comb structure) 또는 절취부(incisions) 20를 나타낸다. 동시

에, 제 8 도는 정면 영역에서 멤브레인 링 4와 연결부 12 사이의 감소폭으로 된 영역을 가진 버트 스트랩 6의 형상을 나타

낸다.

제 9 도는 그 전면단부로 볼 때 원추형을 가진 버트 스트랩 6을 나타낸 것으로, 렌즈 7에 대하여 연결부 12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분의 표면상에서 상세 X부를 확대한 도면에서, 제 9 도에 나타나 있는 버트 스트랩 6의 정면단부가 엣칭한 그릿드

구조(grid structure) 21를 가진 렌즈 7에 연결부 12의 역에 구비된다. 엣칭한 그릿드 구조 21(etched grid structure)는

연결부 12에서 보다 좋은 접착제 접합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릿드 구조 21 속으로 도망갈 수

있으므로 구태여 극히 정확하게 접착제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그릿드 구조 21는 또한 버트 스트

랩의 다른 형태로도 가능하다.

제 10 도는 제 9 도에서의 그것에 대한 버트 스트랩 6의 유사형상을 나타낸다. 단지 다른 점은 수축되는 역(constricted

region)은 현저한 것은 아니고, 연결부 12용 정지역(resting region)은 거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반경 방향으로 뻗는 더

큰 타원축을 갖는다.

제 11 도는 간단한 사각형(평면형)의 버트 스트랩 6으로 되어있다. 예컨대, 제 7 도, 11 도에 도시되어 있는 버트 스트랩 6

과 같은 넓은 버트 스트랩은 예컨대 0.1~0.3mm 두께를 가진 얇은 금속판으로 제조된다. 또한 예컨대 좁고 긴 버트 스트랩

6은 보다 두꺼워 0.3~0.5mm의 금속판으로 제조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광학엘레멘트는 낮은 스트레스로도 결합엘레멘트상에 정확히 정렬된다. 만일, 계속적으로, 견고한 연결이

결합엘레멘트와 광학엘레멘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연결이 본 발명에 따라 정확하게 똑바로, 모멘트 전달연결로 된

다면, 이에 따라 결합엘레멘트와 광학엘레멘트 사이에서 얻어진 굴곡각도 (bending angle)는 사실상 고정되며, 부하가 일

어날 때, 즉, 각도 변화가 더 이상 가능하게 되지 않을 때 더 이상의 굴곡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견고한 연결을 만들므로써,

연결점에서 모멘트에 대한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봉쇄된다. 결국, 외부힘과 모멘트가 생길 때, 좌굴 스트레스

(buckling stress)가 있게 되고, 순수한 굴곡의 경우보다 불요성(inflexibility), 즉 휘지않는 성질이 매우 커지며, 이에 따라

결국 필요로 하는 고유 진동수(frequency)를 얻을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운트(mount)와, 탄성 연결엘레멘트에 의해 상기 마운트에 직접 연결되는 광학엘레멘트(optical element)를 포함하는 앗

셈블리이며,

각각의 상기 탄성 연결엘레멘트는 적어도 하나의 반경 방향으로 배치된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membrane-like

joining element)를 가지며, 상기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는 반경 방향 외측 영역에서는 마운트에 연결되고 반경 방향 내

측 영역에서는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를 통해 광학엘레멘트에 연결되는 앗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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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폐쇄형 멤브레인 링을 형성하는 복수개의 멤브레인 링 세그먼트 또는 멤브레인 링

을 가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광학엘레멘트가 안착되며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가 형성되는 상기 결합엘레멘트의 내측 주연부에 버

트 스트랩이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얇은 스프링형 금속판을 포함하는 앗셈블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연결은 용접, 솔더링, 접착제 접합 또는 클램핑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직접 또는 간접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결합엘레멘트가 프레임 또는 적어도 하나의 중간엘레멘트에 연결되는 반경 방향

외측 영역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반경 방향 또는 원주 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릿트를 가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가 멤브레인 링으로 설계될 경우에, 슬릿트는 외측 주연부 및 내측 주연부로부터 교번

하며 연장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에는, 결합엘레멘트가 마운트 또는 적어도 하나의 중간엘레멘트에 연결되는 반경 방향

외측 영역에 릴리프 포켓이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가 연결되는 마운트 또는 중간엘레멘트는 연결 영역에 결합엘레멘트의 굴곡선에 상응

하는 정지 테두리(resting contour)를 가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버트 스트랩을 갖춘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접착제 접합 또는 솔더링에 의해 생성된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

결부의 반경 방향 내측 영역에 그릿드(grid) 구조 또는 빗(comb) 구조가 제공되는 앗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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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버트 스트랩은 그들의 표면에 구성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버트 스트랩은 그들의 길이에 따라 상이한 폭을 가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에는 지능물질(intelligent material)이 일체로 제공되거나 인가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탄성의 특성을 가진 재료로 이루어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마운트 또는 상기 마운트에 연결된 엘레멘트는 지지링에 연결되고, 상기 지지링에 돌출엘레멘트가 배열

되고, 상기 돌출엘레멘트의 자유단에 의해 돌출엘레멘트가 광학엘레멘트에 연결되어, 광축 방향으로 또는 수직으로 강성

의 증가가 달성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엘레멘트는 지지링의 보어공 속에 접착제 접합되거나 다른 직접 또는 간접 연결 기술에 의해 체결

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엘레멘트는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를 통해 연결부로부터 제1 결합엘레멘트로 측면을 따라

배열되는 제2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에 의해 유지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운트에는 결합엘레멘트의 중심 결정을 위해 칼라(collar)가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19.

광학엘레멘트를 마운트에 또는 상기 마운트에 연결된 중간엘레멘트에 연결하는 방법이며,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는 마

운트에 체결되고, 그 다음 광학엘레멘트는 상기 결합엘레멘트 상에 배치되고 스트레이트닝 및 결합 작업에 의해 결합엘레

멘트에 정렬되며, 그 다음 광학엘레멘트는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에 의해 결합엘레멘트에 고정되는 연결 방법.

등록특허 10-0641772

- 7 -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마운트는 설치를 위해 강성의 정합 플랜지 상에 클램핑되는 연결 방법.

청구항 21.

마운트와, 적어도 하나의 중간엘레멘트에 의해 상기 마운트에 연결되는 광학엘레멘트를 포함하는 앗셈블리이며, 상기 앗

셈블리는 내측 주연부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반경 방향으로 배향된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결합엘

레멘트는 반경 방향 외측 영역에서는 마운트에 또는 중간엘레멘트에 연결되고 반경 방향 내측 영역에서는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를 통해 광학엘레멘트에 연결되며,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함께 폐쇄형 멤브레인 링을 형성하는 복수개의 멤브레

인 링 세그먼트 또는 멤브레인 링을 가지고, 광학엘레멘트가 안착되며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가 형성되는 상기 결합엘

레멘트의 내측 주연부에 버트 스트랩이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얇은 스프링형 금속판을 포함하는 앗셈블리.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연결은 용접, 솔더링, 접착제 접합 또는 클램핑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직접 또는 간접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결합엘레멘트가 프레임 또는 적어도 하나의 중간엘레멘트에 연결되는 반경 방향

외측 영역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반경 방향 또는 원주 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릿트를 가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가 멤브레인 링으로 설계될 경우에, 슬릿트는 외측 주연부 및 내측 주연부로부터 교번

하며 연장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에는, 결합엘레멘트가 마운트 또는 적어도 하나의 중간엘레멘트에 연결되는 반경 방

향 외측 영역에 릴리프 포켓이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27.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가 연결되는 마운트 또는 중간엘레멘트는 연결 영역에 결합엘레멘트의 굴곡선에 상

응하는 정지 테두리를 가지는 앗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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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버트 스트랩을 갖춘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접착제 접합 또는 솔더링에 의해 생성된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

결부의 반경 방향 내측 영역에 그릿드 구조 또는 빗 구조가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29.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버트 스트랩은 그들의 표면에 구성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30.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버트 스트랩은 그들의 길이에 따라 상이한 폭을 가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31.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에는 지능물질이 일체로 제공되거나 인가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3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탄성의 특성을 가진 재료로 이루어지는 앗셈블리.

청구항 33.

제21항에 있어서, 마운트 또는 상기 마운트에 연결된 엘레멘트는 지지링에 연결되고, 상기 지지링에 돌출엘레멘트가 배열

되고, 상기 돌출엘레멘트의 자유단에 의해 돌출엘레멘트가 광학엘레멘트에 연결되어, 광축 방향으로 또는 수직으로 강성

의 증가가 달성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엘레멘트는 지지링의 보어공 속에 접착제 접합되거나 다른 직접 또는 간접 연결 기술에 의해 체결

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3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엘레멘트는 강성의 모멘트 전달연결부를 통해 연결부로부터 제1 결합엘레멘트로 측면을 따라

배열되는 제2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에 의해 유지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3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마운트에는 결합엘레멘트의 중심 결정을 위해 칼라가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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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mount)와,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에 의해 연결되는 광학엘레멘트를 포함하는 앗셈블리이며, 상기 결합엘레멘트

는 탄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탄성 링크, 폐쇄된 링 또는 개별 세그먼트로 이루어지는 멤브레인 링을 포함하며, 상기 폐쇄된

링 또는 각각의 세그먼트는 외측 반경 방향의 영역에서 마운트에 연결되고, 상기 탄성 링크는 상기 링 또는 세그먼트의 내

측 주연부로부터 내향으로 돌출되어 광학엘레멘트의 정지부로서 제공되는 앗셈블리.

청구항 38.

광학엘레멘트를 마운트에 결합하기 위한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이며,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탄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탄

성 링크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는 광학엘레멘트의 정지부로서 제공되며, 상기 결합엘레멘트는 폐쇄된 링 또는 개별 세그먼

트로 이루어지는 멤브레인 링을 포함하고, 상기 탄성 링크는 상기 링 또는 세그먼트의 내측 주연부로부터 내향으로 돌출되

는 멤브레인형 결합엘레멘트.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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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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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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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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