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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운송수단(Conveyance)용 프린터 및 이러한 프린터를 포함하는 운송수단에 관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운송수단(Conveyance)' 이라 함은, 다른 문맥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넓은 의미로는 사람 

및/또는 물품을 수송하는 어떠한 형태의 장치로서도 이해되어야 하지만, 육상차량, 열차, 항공기, 우주선 및 수상수송

선에 반드시 한정되지 않는다.

배경기술

최근에,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 정보는 청각적인 형태 및 시각적인 형태를 포함하는 각종

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종종, 이러한 정보는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활용된다.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들이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예컨대, 딕테

이션 머신(Dictation Machine)에 의해, 자기기록매체상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종이상에 문자를 기록하는 등 정

보를 기록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이러한 기록장치는 입수하기가 쉽지 않고 지

극히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함께 계류중의 출원

본 발명에 관련된 다양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는,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본 발명의 출원과 동시에 함

께 출원된 다음의 계류중의 출원들에 개시되어 있다.

AP39 AP43 AP44 AP46 AP47 AP48

AP49 AP50 AP51 AP52 AP53 AP55

AP58 AP60 AP61 AP62 AP63 AP64

AP65 AP66 AP67 AP68 AP69 AP70

AP71 AP77 AP78 AP79

이러한 함께 계류중의 출원서에 개시된 내용은 상호 참조에 의해 본 발명에 통합된다. 각각의 출원은 임시적으로 파

일 참조번호(File Reference)에 의해 식별된다. 이는 대응하는 PCT출원번호이 부여되면 그 번호로 교체될 것이다.

관련된 특허출원 및 특허

US6,227,652 US6,213,588 US6,213,589 US6,231,163

US6,247,795 US6,394,581 US6,244,691 US6,257,704

US6,416,168 US6,220,694 US6,257,705 US6,247,794

US6,234,610 US6,247,793 US6,264,306 US6,241,342

US6,247,792 US6,264,307 US6,254,220 US6,234,611

US6,302,528 US6,283,582 US6,239,821 US6,338,547

US6,247,796 US09/113,122 US6,390,603 US6,362,843

US6,293,653 US6,312,107 US6,227,653 US6,234,609

US6,238,040 US6,188,415 US6,227,654 US6,209,989

US6,247,791 US6,336,710 US6,217,153 US6,41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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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6,243,113 US6,283,581 US6,247,790 US6,260,953

US6,267,469 US6,273,544 US6,309,048 US6,420,196

US6,443,558 US09/422,892 US6,378,989 US09/425,420

US09/422,893 US09/609,140 US6,409,323 US6,281,912

US09/575,113 US6,318,920 US6,488,422 US09/693,644

US6,457,810 US6,485,135 US09/112,763 US6,331,946

US6,246,970 US6,442,525 US09/505,951 US09/505,147

US09/505,952 US09/575,108 US09/575,109 US09/575,110

US09/607,985 US6,398,332 US6,394,573 US09/606,999

US6,238,044 US6,425,661 US6,390,605 US6,322,195

US09/504,221 US6,480,089 US6,460,778 US6,305,788

US6,426,014 US6,364,453 US6,457,795 US09/556,219

US09/556,218 US6,315,399 US6,338,548 US09/575,190

US6,328,431 US6,328,425 US09/575,127 US6,383,833

US6,464,332 US6,390,591 US09/575,152 US6,328,417

US6,322,194 US09/575,177 US09/575,175 US6,417,757

US09/608,780 US6,428,139 US09/607,498 US09/693,079

US09/693,135 US6,428,142 US09/692,813 US09/693,319

US09/693,311 US6,439,908 US09/693,735 PCT/AU98/00550

PCT/AU00/00516 PCT/AU00/00517 PCT/AU00/00511 PCT/AU00/00754

PCT/AU00/00755 PCT/AU00/00756 PCT/AU00/00757 PCT/AU00/00095

PCT/AU00/00172 PCT/AU00/00338 PCT/AU00/00339 PCT/AU00/00340

PCT/AU00/00341 PCT/AU00/00581 PCT/AU00/00580 PCT/AU00/00582

PCT/AU00/00587 PCT/AU00/00588 PCT/AU00/00589 PCT/AU00/00583

PCT/AU00/00593 PCT/AU00/00590 PCT/AU00/00591 PCT/AU00/00592

PCT/AU00/00584 PCT/AU00/00585 PCT/AU00/00586 PCT/AU00/00749

PCT/AU00/00750 PCT/AU00/00751 PCT/AU00/00752 PCT/AU01/01332

PCT/AU01/01318 PCT/AU00/01513 PCT/AU00/01514 PCT/AU00/01515

PCT/AU00/01516 PCT/AU00/01517 PCT/AU00/01512 PCT/AU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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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AU02/01120 PCT/AU00/00333 PCT/AU01/00141 PCT/AU01/00139

PCT/AU01/00140 PCT/AU00/00753 PCT/AU01/01321 PCT/AU01/01322

PCT/AU01/01323 PCT/AU00/00594 PCT/AU00/00595 PCT/AU00/00596

PCT/AU00/00597 PCT/AU00/00598 PCT/AU00/00741 PCT/AU00/0074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터 기록장치를 수용하는 수용부; 및

상기 수용부내에 포함되고,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의 대응

하는 접점과 교신하는 전기적 접속수단;

으로 구성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이 제공되어 있다.

특히, 데이터 기록장치는 디지털 카메라의 형태일 수도 있고 수용부는 그안에 카메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치수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상기 수용부는 소켓규정부재(Socket-defining Member) 또는 슬롯(Slot)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소켓규정부재는 운송수단의 승객실(Passenger Compartment)의 내부시설들(Fitting)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소

켓규정부재는 배선회로(Wiring Circuit)에 배선된 전기적 접속수단을 갖는다. 승객실의 내부시설들은 대쉬보드(Dash

board), 콘솔(Console), 중앙 아암 레스트(Central Arm Rest), 도어(Door) 아암 레스트, 글로브박스(Glovebox), 글

로브박스 뚜껑, 파슬 쉘프(Parcel Shelf), 보관실(Storage Compartment) 및 오버헤드 피팅(Overhead Fitting)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숙련자라면, 프린터를 장착하기 위해 승객실의 푸트웰(Footw

ell), 차량의 헤드레스트(Headrest)를 포함하는 차량의 프론트 시트(Front Seat)의 백 레스트(Back Rest), 리어 아암 

레스트(Rear Arm Rest), 리어 파슬 쉘프 또는 그 유사시설 등과 같이 승객실의 다른 어떠한 적합한 위치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소켓규정부재는 오디오 유닛(Audio Unit)에 포함될 수 있고, 이 오디오 유닛

은 내부시설들에 수납될 수 있고 운송수단의 배선회로에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유닛은 디스플레이(Display)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오디오 유닛은 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도록 위성 네비게이션 장비(Satelli

te Navigation Equipment), TV수신기 또는 이들 양쪽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오디오 유닛은 프린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더욱이, 상기 부속품(Accessory)은 데이터 기록장치, 보다 구체적으

로는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다운받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에 미리 보일 수 있도록 제어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운송수단의 배선회로를 경유하여 소켓규정부재와 연통되는 프린터를 승객실, 승

객실의 적당한 내부시설들에 장착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프린터는 운송수단의 배선회로를 경유하여 오디오 유닛과 통신할 수도 있다.

상기 프린터는 풀 컬러 프린터(Full Color Printer)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프린터는 사진 품질의 컬러 

프린터일 수 있다.

더욱이, 상기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일 수 있고, 페이지폭 (Pagewidth) 잉크젯 프린트헤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 프린트헤드는 잉크젯 노즐 어레이(Nozzle Array)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상기 어레이는 마이크로전

자기학 기술(Microelectromechanical Technique)에 의해 제작된다.

본 출원인은 운송수단이 외부전원과 극도의 온도로부터 교란을 받게되는 운송수단의 내부 등의 저항 환경(Hostile E

nvironment)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저비용의 프린트헤드(Printhead)를 개발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프린트헤드

에 이용되는 기술, 즉 출원인의 멤젯(Memjet) 기술(멤젯은 실버브룩 리서치 피타와이 리미티드의 상표명이다)에 기

인하여, 초소형 형태의 프린트헤드를 제작할 수가 있다.

이에 의해 공간이 흔히 최적화되는 운송수단에 설치될 수 있는 소형 프린터 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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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하고 예시적인 실시형태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운송수단용의 프린터의 형태의 장치의 3차원 정면도이다.

도 2는, 프린터의 3차원 후면도이다.

도 3은, 카트리지의 삽입과 탈거상태를 예시하는 프린터의 3차원 정면도이다.

도 4는, 상단 커버(Top Cover)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프린터의 3차원도이다.

도 5는, 프린터의 3차원 분해도이다.

도 6은, 프린터의 평면도이다.

도 7은, 도 6의 VII-VII선을 따른 프린터의 측단면도이다.

도 8은, 도 6의 VIII-VIII선을 따른 프린터의 단면도이다.

도 9는, 프린터의 제1 구동 배열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프린터의 제2 구동 배열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의 3차원 평면도이다.

도 12는, 카트리지의 3차원 저면도이다.

도 13은, 카트리지의 3차원 분해도이다.

도 14는, 카트리지의 평면도이다.

도 15는, 도 14의 XV-XV선을 따른 단면도이다.

도 16은, 도 14의 XVI-XVI선을 따른 카트리지의 측단면도이다.

도 17은, 카트리지의 하나의 실시형태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18은, 카트리지의 다른 하나의 실시형태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19은, 카트리지의 또다른 하나의 실시형태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20은, 카트리지의 또다른 하나의 실시형태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도 21은, 도 1 내지 도 10의 프린터에 대한 다양한 위치를 표시하는 차량의 내부실의 개략도이다.

도 22는, 본 발명에 따른 프린터를 통합하는 차량 오디오 유닛의 3차원도면이다.

도 23은, 프린터와 다른 장치를 통합하는 또다른 차량 오디오 유닛의 3차원도면이다.

도 24는, 프린터를 통합하는 또다른 차량 오디오 유닛의 3차원도면이다.

도 25는. 프린터 및 다른 장치를 통합하는 또다른 차량 오디오 유닛의 3차원도면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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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참조하면, 도면부호 10은,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운송수단용 프린터를 일반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상기 프린터(10)는 설명된 형태의 운송수단의 어떠한 적합한 형태에서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참조의 용이

성을 위해, 상기 프린터(10)는 자동차에서의 그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 프린터(10)는 상단 커버(16)에 의해 덮혀지는 섀시(Chassis, 12, 도 4)를 포함하며, 이 새시(12)는 플랩(Flap, 2

0)에 의해 밀폐되는 액세스 개구(Access Opening, 18)를 갖는다. 상기 플랩(20)은 카트리지(22)를 프린터(10)에서 

제거하였을 때, 도 1에 도시된 위치로 밀쳐지도록 탄성작용하는 스프링이다.

중요하게 주목할 점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10)는 그 자체의 어떠한 제어수단도 갖지 않고, 사

실상 덤 유닛(Dumb Unit)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덤 유닛은 인쇄물(Print Material)에 요구되는 장치로부터 작

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터(10)에 명령을 전송하는 장치는, 예를들면 자동차의 배선 룸(Wiring Loom)을 통하여 프린터(10)에 단단하게 

배선되거나, 또는 그 대신에 장치가 무선방식으로 프린터(10)에 명령을 전송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프린터(10)는

몇가지 형태의 무선통신을 검출할 수 있는 포트(Port, 24)를 포함한다.

적외선 통신시스템, 블루투스(Bluetooth)라고 하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Personal Area Network; PAN),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Radio Local Area Network; LAN) 또는 디지털 코드레스 텔레폰 시스템(Digital Cordless Telephon

e System) 등의 각종 형태의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가 있다.

더욱이, 프린터(10)와 통신하는 장치는, 예를들면 팜 컴퓨터(Palm Computer), 랩탑 컴퓨터(Laptop Computer), 모바

일 텔레폰(Mobile Telephone),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Scanner), 자동차용 진단 시스템(Diagnostics System), 네비

게이션 시스템,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Entetainment System), 또는 기타 유 사장치 등의 각종의 형태로 될 수 

있다. 이는 총망라한 리스트가 아니며, 해당분야의 숙련자라면, 프린터(10)와 통신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바로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포트(24)는 프린터(10)의 정면(26)에 장착된다. 도 2에 상세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터(10)의 후면(28)은 

데이터 소켓(30)과 전원 소켓(32)을 수용한다. 프린터(10)가 무선방식으로 독점적으로 통신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 

소켓(30)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프린터(10)는 프린트헤드(34, 도 4)를 통합한다. 상기 프린트헤드(34)는 페이지폭 잉크젯 프린트헤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프린트헤드(34)는 4색 프린트헤드, 또는 3색 과 적외선 잉크(Three Color Plus Infrared Ink), 

카트리지(22)에 보관된 인쇄매체상에 사진 품질의 인쇄를 하는 프린트헤드이다. 상기 프린트헤드(34)는 1600dpi에

서의 인쇄를 제공하기 위해 노즐 어레이(Nozzle Array)로 구성된다. 프린트헤드(34)의 노즐은 출원인의 멤젯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상기 프린트헤드(34)는 섀시(12)에 고착된 인쇄회로기판(PCB, 36)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한다.

한쌍의 구동모터 38과 40은 상기 섀시(12)의 측벽(42)에 장착된다. 상기 구동모터 38은, 스텝퍼 모터(Stepper Moto

r)의 형태로 있고, 제1 기어 트레인(Gear Train, 44)의 형태로 제1 구동 배열부를 구동한다. 상기 제1 기어 트레인(44

)은 상기 섀시(12)의 사이드 몰딩(Side Molding, 46)에 장착된다.

상기 구동모터(40)는, 또한 스텝퍼 모터의 형태로 있고, 제2 구동 배열부를 통하여 구동 롤러(Drive Roller, 48)를 구

동한다. 제2 구동배열부는 제2 기어 트레인(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프린트헤드(34)는, 이하에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잉크 공급 매니폴드(Ink Supply Manifold, 56)를 통하여

카트리지(22)의 잉크 공급 저장소(54, 도 13 및 도 15)와 연통하는 잉크 호스(Ink Hose, 52)를 수용한다.

도 5를 참조하면, 프린터(10)의 분해도가 도시되어 있다. 주목되어야 할 점은, 상기 프린트헤드(34)가 TAB막(54)을 

거쳐 PCB(36)와 통신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이드 몰딩(46)에는 슬롯(58)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슬롯(58)은 그 안에 대응하는 카트리지(22)의 형태를 수

용한다. 더욱이, 상기 프린터(10)의 베이스(Base, 62)상에는 롤러 세트(Roller Set, 60)가 장착되어 있다. 상기 롤러 

세트(60)는 회전가능한 축(62)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축(62)의 각 단부 근처에는 톱니(Cog, 64)가 장착되어 있다. 

각 톱니(64)는 프린터(10)의 내부안으로 삽입되거나 그로부터 제거될 때 카트리지(22)의 비뚤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카트리지(22)상의 래크(Rack, 100, 102, 도 12)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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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기어 트레인(44)은 프린터(10)의 픽업 롤러(Pick Up Roller, 68)와 맞물린다. 상기 픽업 롤러(68)는 인쇄를

실행할 때 프린터(10)의 프린트헤드(34)로 이송하기 위하여 카트리지(22)에 용지 스택(Stack, 70, 도 13)으로부터 한

매의 용지 형태로 인쇄매체를 픽업한다.

도 9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스텝퍼 모터(38)로부터 제1 기어 트레인(44)으로 전원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1 

기어 트레인(44)은 프린터(10)를 가로질 러 연장되는 축(72)을 거쳐 스텝퍼 모터(38)에 의해 전원동력을 공급받는다.

상기 축(72)의 일단부에는 상기 몰딩(46)에 대항하는 기어(74)가 장착되어 있다. 상기 기어(74)는 감속 기어 세트(76

)를 구동한다. 더욱이, 상기 감속 기어 세트(76)는 역전장치(Reversing Mechanism, 78)와 통신한다. 따라서, 상기 기

어 트레인(44)은 2가지 작용을 행한다. 상기 역전장치(78)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상기 기어 트레인(44)은 카트리지(

22)를 프린터(10)내로 이송하거나 프린터(10)로부터 배출(Eject)하기 위해서 상기 카트리지(22)상의 상부 래크(80)

와 맞물린다.

대신에, 상기 역전장치가 도 9에 도시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어 트레인(44)은 픽업 롤러(68)와 맞물리고,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픽업 롤러(68)의 단부에 장착된 기어(82)와 맞물린다. 그래서, 상기 기어 트레인(44)은

프린트헤드(34)로 전달하기 위해 용지를 구동롤러(48)로 이송하는 작용을 한다.

이제, 도 11 내지 도 20를 참조하여, 카트리지(22)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카트리지(22)는 베이스 몰딩(90)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베이스 몰딩(90)은 금속 커버(Metal Cover, 92)에 

의해 밀폐된다. 상기 커버(92)는 그 정면단부에 형성된 한쌍의 횡방향으로 이간된 개구(94)를 구비한다. 이들 개구(9

4)에 의해 상기 프린터(10)의 픽업 롤러(68)가 카트리지(22)내에 용지 스택(70)중 최상의 용지와 결합되게 된다.

상기 카트리지(22)의 일측상에 치형 래크(Toothed Rack, 96)가 제공되어 있다. 상기 치형 래크(96)는 카트리지(22)

를 프린터(10)안으로 삽입하거나 그로부터 배출하기 위해서 제1 기어 트레인(44)의 기어에 의해 맞물리는 상부 래크(

80)를 형성한다. 상기 치형 래크(96)의 측면을 따라 리브(98)가 종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 상기 리브(98)는 프린터(

10)의 사이드 몰딩(46)내의 슬롯(58)에 수용되어 있다. 또한, 상기 치형 래크(96)의 하부면은 하나의 톱니(64)와 맞

물리기 위한 래크(100, 도 12)를 구비한다. 상기 카트리지(22)의 베이스 몰딩(90)의 대향 측면은 카트리지(22)를 프

린터(10)내에 삽입하거나, 그로부터 배출할 때 카트리지(22)의 비뚤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또다른 톱니(64)와 맞물리

는 또다른 래크(102)를 구비한다.

사용시 인쇄될 1매의 용지를 통과시키는 금속 커버의 정면단부에는 이송 슬롯(104)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이송 슬롯

(104)은 플라스틱 스트립(Plastic Strip, 106)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1매 이상의 용지가 한번이라

도 프린트 헤드(34)로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스트립(106)의 바깥쪽으로는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홈통(Trough, 108)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홈통(108)은 그 

안에 탄성 롤러(110)를 수용하고 있다. 상기 롤러(110)는 복수개의 클립(Clip, 112)을 거쳐 상기 홈통(108)안에 지지

되어 있다.

상기 롤러(110)는 복수의 리프 스프링(Leaf Spring, 114)을 거쳐 홈통(108)내에 지지되어 있다.

상기 롤러(110)는 복수의 리프 스프링(114)을 거쳐 상기 홈통(108)의 베이스에 대하여 윗쪽으로 치우쳐 있다. 상기 

리프 스프링(114)은 부분적으로 홈통(108) 을 형성하는 L자형 금속 브라켓(Bracket, 116)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롤러(110)는 상기 클립(112)내에 스냅(Snap)식으로 삽입된다.

상기 베이스 몰딩(90)내에는 플래튼(Platen, 118)이 수용되어 있다. 상기 플래튼(118)은 복수의 리프 스프링(120)을 

거쳐 탄성적으로 가하는 스프링으로서, 커버(92)에 대항하여 용지 스택(70)을 밀어내기 위해서 상기 베이스 몰딩(90)

의 바닥(122)과 맞물린다.

상기 잉크 공급 저장소(54)는 상기 베이스 몰딩(90)과 일체로 형성되는 잉크 공급 몰딩(124)을 포함한다. 상기 잉크 

공급 몰딩(124)은 복수개의 잉크 공급 채널(Channel, 126)을 형성한다. 각 잉크 공급 채널(126)은 독특한 컬러(Colo

r)를 갖는 잉크를 포함한다. 본 문맥에서, '컬러'의 용어는, 예를들면 적외선 잉크 등의 가시 스펙트럼에서 볼 수 없는 

잉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 채널(126)은 상기 몰딩(124)에 가열 밀봉(Heat Seal)되는 가요성 블래더형 멤브레인(Bladder-like Membrane,

128)에 의해 밀폐되어 있다. 각 채널(126)로부터 잉크를 제거함에 따라, 관련된 멤브레인(128)이 채널(126)안에 붕

괴되어 그 채널(126)안으로 공기가 침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채널(126)은 잉크 출구(130)와 연통되어 있다. 각 잉크 출구(130)는 파열가능한 씰(Seal)형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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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터(10)의 잉크 공급 매니폴드(56)는 핀(Pin, 132)들을 포함한다. 이들 핀(132)

은 상기 잉크 공급 호스(52)와 연통되어 있다. 상기 카트리지(22)가 프린터(10)안에 삽입되고, 카트리지(22)가 기어 

트레 인(44)에 의해 충분히 구동되면, 상기 핀(132)은 씰(130)을 관통하여 그 관련된 잉크 공급 채널(126)과 연통하

여 상기 호스(52)에 배치된다.

상기 카트리지(22)는 품질보증 칩(Chip, 134)을 포함한다. 이 칩(134)은 카트리지(22)와 프린터(10)간의 정확한 통

신을 보장하며 카트리지(22)가 요구되는 품질을 갖는 것을 보장한다. 상기 칩(134)은 프린터(10)의 잉크 공급 매니폴

드(56)에 장착된 칩 접점(136)을 거쳐 프린터(10)와 통신한다. 이와같이, 카트리지(22)가 기어 트레인(44)에 의해 충

분히 구동될 때, 칩(134)과 프린터(10)의 회로기판(36)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칩(134)이 접점(136)과 결합

된다.

도 17은 카트리지(22)의 좌측면에 배치된 잉크 공급 저장소(54)와 카트리지(22)의 우측면에 배치된 용지 스택(70)을

갖는 카트리지(22)의 제1 실시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8은 카트리지(22)의 좌측면에 배치된 용지 스택(70)과 카트리지(22)의 우측면에 배치된 잉크 공급 저장소(54)를

갖는 카트리지(22)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19는 카트리지(22)의 정면에 배치된 용지 스택(70)과 카트리지(22)의 후면에 배치된 잉크 공급 저장소(54)를 갖

는 카트리지(22)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20은 아래에 잉크 공급 저장소(54)를 배치한 플래튼(118)에 배치된 용지 스택(70)의 또다른 실시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또한 본 실시형태와 관련하여 잉크 공급 저장소(54)가 카트리지(22)의 높이와 프린터(10)의 높이를 증대시키

더라도 용 지 스택(70) 위에 배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상기 카트리지(22)는 폐기처분가능한 부재이므로, 일단 그 잉크 공급 및 용지 공급이 고갈되기만 하면, 카트리지를 폐

기처분한다. 그 대신에, 카트리지(22)는 재활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카트리지(22)내의 잉크 및 용지의 공급이 고

갈되어 프린터(10)으로부터 카트리지(22)가 배출되기만 하면, 그 사용된 텅빈 카트리지(22)는 사용자에 의해 수거되

어 공급자에게 반환된다. 주목되어야 할 점은, 카트리지의 용지 및/또는 잉크의 공급이 고갈되기만 하면, 카트리지(22

)가 프린터(10)로부터 자동적으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프린터(10)는 특별히 자동차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프린터(10)는 자동차(132)의 승객실(130,

도 21)의 여러 위치에 끼워지도록 치수화되어 있다. 프린터(10)는 자동차(132)의 승객실(132)내에 바로 접근하는 곳

에 장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 승객실(130)내의 바람직한 다양한 위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참조숫자 10.1로 표시된 프린터는 자동차(

132)의 대쉬보드(134)에 장착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승객실(130)의 정면착석자에 대하여 좋은 위치를 제공하며, 통

상적으로, 자동차(132)의 이러한 대쉬보드(134)의 부분은 다른 장비에 의해 점유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두번째의 위치는 승객실(130)의 후사경(Rear View Mirror) 위에 배치된 오버헤드 피팅(Overhead Fitting)

안이다. 따라서, 상기 피팅(136)안에 프린터(10.2)를 장착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이는 적어도 승객실의 정면착석자

에 대 하여 좋은 접근을 제공한다.

프린터(10.3)에 대한 승객실내의 또다른 위치는 글로브박스(140)이다. 이는 글로브박스의 뚜껑(140)안으로 프린터(

10.3)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이는 수리목적을 위해 프린터(10.3)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다른 위치는 프린터(10.4)로 표시된 바와 같이 콘솔(Console, 142)의 상부부위이다. 프린터(10.5)에 대한 바람직

한 또다른 위치는, 예컨대, 코인 트레이(Coin Tray) 등이 가끔 장착되는 콘솔(142)의 하부 부위안이다. 바람직한 또

다른 위치는 프린터(10.6)를 설치할 수 있는 승객실(130)의 중앙 아암레스트(Central Armrest, 144)안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승객실의 도어 아암레스트(146)안에 프린터(10.7)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어 

아암레스트에 인접한 사람만이 프린터(10.7)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중대한 불편사항이 될 필요가 없

다.

승객실내에 1개 이상의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승객실(130)의 프

론트 시트(Front Seat)의 백 레스트(Back Rest)에도 프린터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 분야의 숙련자라면, 상술한 바와 같이 예시된 위치들이 프린터(10)를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들이 아니고 승

객실(130)의 푸트웰(Footwell)안, 프론트 시트 아래, 또는 승객실(130)의 리어 시트의 아암레스트안 등과 같은 덜 편

리한 위치에 프린터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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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132)의 제조시에 프린터의 수납소켓을 승객실(130)내의 적절한 피팅으로 성형될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상기 수납소켓은 프린터(10)용의 배선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납소켓은 블랭킹 플레이트(Blanking Plate)에 의해 

밀폐될 수 있으며, 이 관련된 블랭킹 플레이트는 프린터(10)의 설치 용이성을 위해 제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 흔히 차량용 종합 엔터테인먼트(In Car Entertainment ; ICE) 유닛이라고 하는

카 오디오(Car Audio)의 부분에 상기 프린터(10)를 설치한다.

따라서,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ICE 유닛(150)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ICE 유닛(150)은 LCD 디스플레이(152)를 

갖는 라디오, ICE 유닛(150)의 정면 패널(Front Panel)에 슬롯(154)을 갖는 CD 플레이어 및 각종의 제어장치(158)

를 통합한 것이다.

상기 ICE 유닛(150)은 카트리지(22)를 포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프린터(10)를 포함한다. 상기 ICE 유닛(150)은 프

린터(10)로부터의 인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160)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장치(160)는 프린터(10)에 요구된 정

보를 인쇄하도록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인쇄되는 내용에 따라, LCD(152)는 인쇄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형태는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의 정보, CD 플레이어(150)로 플레이되는 CD 정보, 또는 그 밖

의 정보를 인쇄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도 23을 참조하면, 도 22에 도시된 ICE 유닛(150)의 변경예가 도시되 어 있다. 도 22와 관련하여, 달리 특정되

지 않는 한, 동일한 도면부호는 동일한 구성부에 관련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ICE 유닛(150)은 디지털 카메라(164)를 수용하는 슬롯(162)을 포함한다.

상기 디지털 카메라(164)와 슬롯(162)은 대응하는 전기적인 접점을 구비하므로 카메라(164)로부터 정보를 다운받아

프린터(10)를 통하여 프린트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형태의 이점은, 카메라 사용자가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자동차(132)로 되돌아가자 마자 디지털 카메라로부터의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사용

자는 현재와 달리 카메라를 컴퓨터와 통신하여 카메라(164)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다운받기 위한 장소로 되돌아갈 필

요가 없다.

또한, 카메라를 자동차(132)내에 통합하여 프린터들(10.1∼10.7)중 어느 하나의 프린터상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예

컨대, '166'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자동차(132)의 대쉬보드(134)에 적합한 슬롯(162)를 합체시킬 수 있다는 것도 심

사숙고되었다. 달리 말하면, 슬롯(166)은 ICE 유닛의 일부를 형성할 필요가 없지만 프린터들(10.1∼10.7)중 하나와 

관련하여 자동차(132)내에 별도의 특징부로서 제공될 수도 있다.

이제 도 24 및 도 25를 참조하면, 다른 ICE 유닛(170)이 설치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ICE 유닛(170)은 

제어장치(174)를 갖는 라디오와 CD 플레이어(172) 이외에, 풀 컬러 LCD(176)를 포함한다. 상기 ICE 유닛(170)은 

위성 네비게이션 유닛으로서 더 작용하며, TV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상 기 ICE 유닛(170)은 상술

한 형태의 프린터(10)를 통합한다. 상기 ICE 유닛(170)은 제어장치(178)을 포함한다. 이들 제어장치(178)는 GPS 제

어장치이며 위성 네비게이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더욱이, 프린터(10)를 제어하기 위한 또다른 형태의 제어장치(

180)가 설치된다.

상기 ICE 유닛(170)에 의해, 지도(Map) 등을 다운받아 프린터(10)를 통하여 인쇄할 수 있고, 또는 TV 수신기로서 사

용될 때 LCD(176)로부터의 화상을 상기 프린터(10)를 통하여 인쇄할 수가 있다.

도 25에 도시된 상기 ICE 유닛(170)은, 다시 한번 디지털 카메라(184)를 수용하는 슬롯(182)을 통합한다. 그러므로, 

상기 슬롯(182)과 디지털 카메라(184)는 디지털 카메라(184)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아 프린터(10)상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전기적인 접점을 구비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점은 적합한 내용을 신속하게 다운받아 인쇄할 수 있도록 자동차내 프린터(10)가 설치되어 있다

는데 있다. 더욱이, 프린터(10)의 프린트헤드(34)가 페이지폭을 사용한다는 사실로부터, 풀 컬러 프린트헤드는 프린

터(10)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화상을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린트헤드(34)가 페이지폭 프린트헤드이고 화

상을 인쇄하는 매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덜커덕거림 또는 그밖의 교란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동차 주행중에 인쇄를 하더라도 열악한 품질의 화상을 발생시키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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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용 부속품에 있어서,

데이터 기록장치를 수용하는 수용부; 및

상기 수용부에 포함되어,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의 대응하

는 접점과 교신하는 전기적 접속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는 디지털 카메라이고, 상기 수용부는 상기 디지털 카메라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치수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용부는 소켓규정부재(Socket-defining Memb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켓규정부재는 운송수단의 승객실내의 내부시설들(Fitting)에 포함되어 있고, 상기 소켓규정부재의 전기적 접

속수단은 운송수단의 전기적인 배선회로에 배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켓규정부재는 오디오 유닛(Audio Unit)에 포함되고 상기 오디오 유닛은 운송수단의 전기적인 배선회로에 접

속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유닛은 디스플레이(Display)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는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로부터 다운받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디스플레이상에 화상을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유닛은 상기 디스플레이상에 네비게이션(Navigation) 정보를 표시하도록 구성된 위성 네비게이션 장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유닛은 표시된 화상에 근거하여 화상을 인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린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데이터 기록장치로부터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다운로드(Download)와 화상의 표시를 제어하기 위한 제

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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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승객실내에 장착되고, 운송수단의 배선회로를 통하여 상기 소켓규정부재와 통신하는 프린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승객실내에 장착되고, 운송수단의 배선회로를 통하여 상기 오디오 유닛과 통신하는 프린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12.
제8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는 풀 컬러 프린터(Full Color Print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는 사진 품질의 컬러 프린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는 페이지폭 잉크젯 프린트헤드(Pagewidth Inkjet Printhea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

용 부속품.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트헤드는 잉크젯 노즐 어레이(Nozzle Array)를 포함하며, 상기 어레이는 마이크로전자기학 기술에 의해 제

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송수단용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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