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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의 전면부에 설치된 줌렌

즈와, 상기 줌렌즈가 상기 카메라에 대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단말기에 결합하는 줌렌즈 결합장치를 포

함하여 구성된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함으로써, 광학적 줌밍 기능을 구비하여 줌을 하여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휴대용 단말기, 카메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의 사시도

도2 및 도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2는 휴대용 단말기의 사시도이고

도3은 도2의 카메라 장착부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4 및 도5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4는 카메라 장착부의 분해사시도

도5는 휴대용 단말기의 동작을 나타낸 블록도

도6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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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키패드 40: 카메라

110: 줌렌즈 141: 슬라이딩홈

153: 고정부 150, 250: 줌렌즈 케이스

154: 줌렌즈 케이스 나사산 254: 돌기

260: 이송장치 261: 이송랙

262: 이송피니언 270: 모터

290, 390: 제어부 380: 센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휴대용 단말기란 휴대폰이나, PDA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최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강화되면서 휴대용 단말기 내에 촬영용 카메라가 내장되어 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의 사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는 다수개의 키패드(11)가 장착된 단말기 본체부(10)와, 액정(21)이 설치된 

뚜껑부(20)와, 상기 뚜껑부(20)와 상기 본체부(10)를 힌지 결합하는 힌지결합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힌지결합부의 측면에는 카메라(40)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종래의 휴대용 단말기는 카메라(40)를 내장하여 피사체를 촬영할 수가 있으나, 별도의 줌인(ZOOM-IN),

줌아웃(ZOOM-OUT)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디지털 줌밍(DIGITAL ZOOM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줌밍 방식은 카메라의 화소가 정해져 있어, 줌을 하면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광학적 줌밍 기능을 구비하여 줌을 하여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는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의 전면부에 설

치된 줌렌즈와; 상기 줌렌즈가 상기 카메라에 대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단말기에 결합하는 줌렌즈 결합

장치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는, 상기 카메라의 외주면에 형성된 수나사산과; 상

기 카메라가 내부에 삽입되며, 일단에 상기 줌렌즈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가 구비되고, 그 내주부에 상기 카메라의 

수나사산에 나사결합되는 암나사산이 형성된 원통형 줌렌즈 케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의 전면부

에 설치된 줌렌즈와; 상기 줌렌즈가 상기 카메라에 대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단말기에 결합하는 줌렌즈

결합장치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는, 상기 카메라의 외주면에 형성된 슬라이딩홈

과; 상기 카메라가 내부에 삽입되며, 일단에 상기 줌렌즈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가 구비되고, 그 내주부에 상기 슬라

이딩홈에 삽입안내되는 돌기가 형성된 원통형 줌렌즈 케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를 제공한다.

한편,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를 이송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모터와; 상기 모터의 구동축에 고정된 피니언

과; 상기 줌렌즈 케이스의 외주면에 고정되어 상기 피니언에 맞물리는 이송랙을;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가 줌렌즈의 이동 정도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와; 상기 키패드의 입력에 따라 상기 모터를 조정하여 상

기 줌렌즈를 이동시키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피사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부와; 상기 센서부에서 측정한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상기 줌렌즈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모터를 조정하여 상기 줌렌즈를 이동시키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지된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전술한 구성과 동일 및 동일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하기로 한다.

도2 및 도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2는 휴대용 단말기의 사시도이고, 도3은 도2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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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장착부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용 단말기는 다수개의 키패드(11)가 장착된 단말기 본체부(10)와, 액정(21)이 설치된 뚜껑부(2

0)와, 상기 뚜껑부(20)와 상기 본체부(10)를 힌지 결합하는 힌지결합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힌지결합부(30)의 측면에는 카메라 장착부(100)가 설치되어 있다.

도3은 도2의 카메라 장착부의 분해사시도이다.

상기 카메라 장착부(100)는 상기 힌지결합부(30)에 내설된 원통형의 카메라(40)와, 상기 카메라의 전면부에 설치된 

줌렌즈(110)와, 상기 줌렌즈(110)가 상기 카메라(40)에 대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도록 결합된 줌렌즈 결합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카메라(40)는 원통형상을 하고 있으며, 일단면에 렌즈 구멍(42)이 형성되어 있고, 측면에는 나사산(141)이 형성

되어 있다.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는 원통형의 줌렌즈 케이스(150)와, 상기 카메라(40)의 측면에 형성된 나사산(141)으로 이루어

진다. 상기 줌렌즈 케이스(151)는 상기 카메라(40)와 결합되는 일단의 내측면에 카메라(40)에 형성된 상기 나사산(14

1)과 결합할 수 있도록 나사산(154)이 형성되며, 반대측 단부는 상기 줌렌즈(110)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153)가 구

비된다.

상기 고정부(153)는 상기 줌렌즈 케이스(150)의 상기 카메라(40)와 결합되는 측의 반대측 단부에 형성되며, 중앙에 

통공이 형성된 줌렌즈 고정판(151)과, 상기 줌렌즈(110)를 상기 줌렌즈 고정판(151)의 내측면에 고정하도록 상기 줌

렌즈 케이스(150)에 내설되는 줌렌즈 캡(152)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줌렌즈 캡(152)은 상기 줌렌즈(110)를 통과한 빛이 관통할 수 있도록 중앙에 통공(152a)이 형성되며, 상기 줌렌

즈 케이스(151)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홈(152b)이 외주부에 다수개 형성된다.

상기와 같이 카메라 장착부(100)는 상기 줌렌즈 케이스(150)에 상기 줌렌즈(110)가 상기 줌렌즈 고정판(151)에 상기

줌렌즈 캡(152)에 의해 고정이 되고, 상기 줌렌즈 케이스(150)는 상기 카메라(40)의 나사산(141)에 결합된다.

상기 제1실시예의 동작은, 사용자가 상기 줌렌즈 케이스(150)를 손으로 회전하며 상기 줌렌즈(110)가 상기 카메라(4

2)와 거리가 변하게 되어 줌인 혹은 줌아웃 된다.

결과적으로, 광학적 줌밍 기능을 구비하여 줌을 하여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

도4 및 도5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4는 카메라 장착부의 분해사시도, 도5는 휴대용 단

말기의 동작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2실시예는 제1실시예와 줌렌즈 결합장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를 이송하기 위해 모터(27

0)와, 상기 모터(270)의 동력을 이용하여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를 이송하는 이송장치(26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는 상기 카메라(40)의 외주부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슬라이딩홈(141)과, 내주부에 상기 슬라

이딩홈(141)에 끼워지도록 돌기(254)가 형성된 줌렌즈 케이스(2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이송장치(260)는 휴대용 단말기에 내설된 모터(270)의 구동축(271)에 고정된 이송피니언(262)과, 상기 이송피

니언(262)에 맞물리도록 형성되며, 상기 줌렌즈 케이스(250)의 하단부에 형성된 이송랙(261)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외의 구 성은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

도5는 휴대용 단말기의 동작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2실시예의 휴대용 단말기는 상기 모터(270)와, 사용자가 줌렌즈(110)의 이동정도를 입력할 수 있는 상기 키패드(1

1)와, 상기 키패드(11)의 입력에 따라 상기 모터(270)를 조정하여 상기 줌렌즈(110)를 이동시키는 제어부(290)를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2실시예의 동작은,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 줌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키패드(11)를 조작하게 되고, 상기 제

어부(290)는 상기 키패드(11)의 입력을 받아서, 상기 모터(270)를 구동하게 된다. 또한, 상기 모터(270)가 구동됨에 

따라, 상기 구동축(271)에 고정된 이송피니언(262)이 회전을 하게 되어, 상기 이송랙(261)이 길이 방향으로 전후진을

하게 된다. 그 결과로서, 상기 줌렌즈 케이스(250)가 전후방으로 이동을 하여, 상기 줌렌즈(110)가 상기 카메라(40)에

대한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줌기능을 하게 된다.

도6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3실시예는 상기 모터(270)와, 피사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부(380)와, 상기 센서부(380)에서 측정한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상기 줌렌즈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모터(270)를 조정하여 상기 줌렌즈(110)를 이동시키는 제어

부(39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 이외의 구성은 제2실시예와 동일하다.

제3실시예의 동작은 상기 센서부(380)가 피사체의 거리를 측정하고, 상기 제 어부(390)는 상기 센서부(380)의 신호

를 받아서 상기 모터(270)를 초점이 일치하도록 제어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는 이와 같은 특정 실시예에만 한

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주 내에서 적절하게 변경 가능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광학적 줌밍 기능을 구비하여 줌을 하여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는 휴대용 단말기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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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의 전면부에 설치된 줌렌즈와; 상기 줌렌즈가 상기 카메라에 대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단말기에 결합하는 줌렌즈 결합장치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는,

상기 카메라의 외주면에 형성된 수나사산과;

상기 카메라가 내부에 삽입되며, 일단에 상기 줌렌즈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가 구비되고, 그 내주부에 상기 카메라의

수나사산에 나사결합되는 암나사산이 형성된 원통형 줌렌즈 케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2.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의 전면부에 설치된 줌렌즈와; 상기 줌렌즈가 상기 카메라에 대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도록 휴대용 단말기에 결합하는 줌렌즈 결합장치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는,

상기 카메라의 외주면에 형성된 슬라이딩홈과;

상기 카메라가 내부에 삽입되며, 일단에 상기 줌렌즈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가 구비되고, 그 내주부에 상기 슬라이

딩홈에 삽입안내되는 돌기가 형성된 원통형 줌렌즈 케이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 결합장치를 이송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된 모터와;

상기 모터의 구동축에 고정된 피니언과;

상기 줌렌즈 케이스의 외주면에 고정되어 상기 피니언에 맞물리는 이송랙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줌렌즈의 이동 정도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와;

상기 키패드의 입력에 따라 상기 모터를 조정하여 상기 줌렌즈를 이동시키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피사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부와;

상기 센서부에서 측정한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상기 줌렌즈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모터를 조정하여 상기 줌렌

즈를 이동시키는 제어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

청구항 6.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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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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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