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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량 디스플레이 캡쳐 장치

(57) 요약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은 차량내에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데이터 생성 모듈(data generating module)을 포함한다. 데

이터 캡쳐 모듈(data capture module)은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캡쳐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

과 교신한다. 인쇄 유니트(printing unit)는 차량에 장착되며 소정의 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과 연

결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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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스플레이 수단(display means)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이미지 데이터(image data)를 포함하며, 차량내에서 데이터

(data)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생성 모듈(data generating module)과;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과 교신하고,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로부터의 데이터를 캡쳐(capture)하기 위한 이미지 캡쳐 유니트

(image capture unit)를 포함하며,

필요시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에 의하여 이미지 데이터가 캡쳐되도록 사용자에 의하여 실시가능한, 상기 이미지 캡쳐 유

니트와 결합된 사용자 터미널(user terminal)을 포함하는 데이터 캡쳐 모듈(data capture module)과;

차량내에 장착되고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과 연결되며,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에 의하여 캡쳐된 이미지 데이터를 인쇄하

기 위한 인쇄 유니트(printing unit);

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가 디스플레이(display)되는 디스플레이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는,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로부터의 데이터를 인쇄에 적당한 포맷(format)으로 인코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수단을 사용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an in-vehicl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video data)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유니트는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와 교신하는 프린터 및 프린터 컨트롤러(printer controller)를 포함하며, 상

기 프린터 컨트롤러는 상기 포맷된 데이터(formatted data)를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로부터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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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캡쳐된 데이터가 원격의 위치로 보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과 교신하는 커뮤니케

이션 유니트(communication uni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커뮤니케이션 유니트는,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이 원격의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

여,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과도 교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

청구항 13.

디스플레이 수단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차량내에서 데이터(data)를 생성하는 단계와;

필요시 캡쳐되는, 적어도 소정의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캡쳐(capture)하는 단계와;

차량에 장착된 인쇄 유니트(printing unit)를 통하여 소정의 캡쳐된 데이터를 인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비디오 데이터(video data)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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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데이터를 인쇄에 적당한 포맷(format)으로 인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

보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데이터는, 상기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된 이미지 포맷(compressed image format)으로 인코드하는 비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캡쳐된 데이터를 원격의 위치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

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원격의 데이터의 공급자로부터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

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21.

탑재된 이미지 표시 설비(onboard image viewing facility)와;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디스플레이(display)된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에 결합된 제어수단

(control means)과;

이미지가 인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에 연결된 탑재된 인쇄 유니트(onboard printing unit);

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필요시 이미지가 캡쳐되도록 사용자에 의하여 실시가능한 사용자 터미널(user terminal)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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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된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를 제어하는 단계와;

필요시 이미지가 캡쳐되도록 하는 단계와;

탑재된 인쇄 유니트를 통하여 소정의 이미지를 인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23.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출력 모듈(image output module) 및 디스플레이 수단(display means)을 포함하는 탑재

된 이미지 표시 설비와;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와 교신하며, 캡쳐된 이미지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인쇄에 적당한 포맷으로 압축하기 위한 데이터 압

축수단(data compression means)을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유니트(image capture unit);

를 포함하며,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는, 필요시 이미지가 캡쳐되도록 사용자에 의하여 실시가능한 사용자 터미널(user terminal)을 포

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캡쳐된 이미지를 원격의 위치로 보내기 위한,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에 연결된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

트(wireless communication unit)를 포함하며,

상기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트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가 원격의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에도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이미지 출력 모듈 및 디스플레이 수단을 포함하는 탑재된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단계와;

필요시 이미지를 캡쳐하는 단계와;

캡쳐된 이미지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인쇄에 적당한 포맷으로 압축하는 단계와;

탑재된 인쇄 유니트를 통하여 소정의 이미지를 인쇄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트에 의하여 원격의 위치로 상기 캡쳐된 이미지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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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트에 의하여 비디오 이미지를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원격의 공급자로부터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in-vahicl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및 운송수단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의 배경

많은 현대의 차량에서는, LCD 패널(LCD panel)과 같은 몇몇 형태의 디스플레이 설비(display facility)를 통합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LCD 패널은, 차량의 후방 주시용 거울의 위, 중앙 컨솔(console), 또는 차량의 앞좌석

의 등받침과 같은 다수의 유용한 위치 중의 하나에서 차량과 일체화될 수 있다. 이들 디스플레이 설비는, 텔레비젼, DVD

또는 비디오 컨텐트(video content),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vehicle navigation system) 또는 비디오 게임 디스플레이

(video game display)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다수의 적용을 갖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디스플레이된 이미지(image)도 비디오 원천(video source)이 그 이미지를 출력할 때에만 LCD상에

나타난다. 이것은, 만일 관찰자가 유용하다고 생각한 정보가 LCD상에 몇몇 형태로 나타내어지고, 관찰자가 정보를 나중에

재검토하려고 결정한다면, 관찰자는 이것을 적어두거나 컨텐트를 기억함으로써 정보를 복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함께 계류중인 출원

본 발명에 관계된 여러가지 방법, 시스템 및 장치들은, 2003년 2월 12일자의 본 발명의 출원인 또는 양수인에 의하여 출원

되어 함께 계류중인 다음의 출원들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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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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함께 계류중인 출원들에서 개시된 내용은 서로 교차하면서 참조되는 것에 의하여 여기에 편입된다.

관련된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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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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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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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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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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첫번째 측면에 따르면,

차량내에서 데이터(data)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생성 모듈(data generating modul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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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과 교신하며,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로부터의 데이터를 캡쳐(capture)하기 위한 데이터 캡쳐 모듈

(data capture module)과;

차량내에 장착되고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과 연결되며,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로부터의 정보를 인쇄하기 위한 인쇄 유니트

(printing unit);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an in-vehicl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이 제공된다.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은 이미지 데이터(image data)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이미지 데이터는 문서 데이터(text data)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미지 데이터는 비디오 데이터(video data)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은, 상기 비디어 데이터가 디스플레이(display)되는 디스플레이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은, 이미지 캡쳐 유니트(image capture unit)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은

상기 데이터 캡쳐 유니트와 결합된 사용자 터미널(user terminal)을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 터미널은 필요시 데이터가 캡

쳐되도록 사용자에 의하여 실시가능할 수 있다.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는,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에서부터 인쇄에 적당

한 포맷(format)으로 상기 데이터를 인코드(encode)할 수 있다.

상기 인쇄 유니트는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와 교신하는 프린터 컨트롤러(printer controller) 및 프린터를 포함하며, 상

기 프린터 컨트롤러는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로부터 상기 포맷된 데이터(formatted data)를 수용할 수 있다.

상기 프린터는 풀 칼라 프린터(full color printer)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프린터는 사진 품질 칼라 프린터(photo

quality color printer)이다.

더욱이, 상기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ink jet printer)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프린터는 페이지 폭의 잉크젯 프린트헤드

(ink jet printhead)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린트헤드는 노즐(nozzle)의 어레이(array)를 포함하며, 상기 어레이는 미세

전기 기계적 기법(microelectromechanical technique)에 의하여 제작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은, 캡쳐된 데이터가 원격의 위치로 보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캡쳐 모듈과 교신하는 커뮤니케

이션 유니트(communication unit)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커뮤니케이션 유니트는,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이 원격의 데이

터 공급자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생성 모듈과도 교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두번째 측면에 따르면,

차량내에서 데이터(data)를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된 데이터의 적어도 몇몇을 캡쳐(capture)하는 단계와;

차량에 장착된 인쇄 유니트(printing unit)를 통하여 소정의 캡쳐된 데이터를 인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a method of retrieving information from within a

vehicle)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이미지 데이터(image data)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기 방법은 비디오 데이터(video

data)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필요시 데이터가 캡쳐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방법은, 데이터를 인쇄에 적당한 포맷(format)으로 인코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는 비디

오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데이터를 압축된 이미지 포맷(compressed image format)으로 인코드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압축된 이미지 포맷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덧붙여, 상기 방법은, 캡쳐된 데이터를 원격의 위치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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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세번째 측면에 따르면,

탑재된 이미지 표시 설비(onboard image viewing facility)와;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디스플레이(display)된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에 결합된 제어수단

(control means)과;

이미지가 인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에 연결된 탑재된 인쇄 유니트(onboard printing unit);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an in-vehicl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이 제공된다.

이 명세서에서는, 특별히 다르게 언급하지 않으면, "탑재된"이라는 용어는 차량안에 또는 위에 장착된 장치 및 그 구성요소

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본 발명의 네번째 측면에 따르면,

탑재된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를 제어하는 단계와;

탑재된 인쇄 유니트를 통하여 소정의 이미지를 인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a method of retrieving information from within a

vehicle)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섯번째 측면에 따르면,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출력 모듈(image output module) 및 디스플레이 수단(display means)을 포함하는 탑재

된 이미지 표시 설비와;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와 교신하며, 캡쳐된 이미지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인쇄에 적당한 포맷으로 압축하기 위한 데이터 압

축수단(data compression means)을 포함하는 이미지 캡쳐 유니트(image capture unit);

를 포함하는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an in-vehicl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캡쳐된 이미지를 원격의 위치로 보내기 위한, 상기 이미지 캡쳐 유니트에 연결된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

트(wireless communication unit)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트는, 상기 비디오 이미지가 원격의 상

기 비디오 이미지의 공급자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에도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여섯번째 측면에 따르면,

이미지 출력 모듈 및 디스플레이 수단을 포함하는 탑재된 이미지 표시 설비상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단계와;

캡쳐된 이미지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인쇄에 적당한 포맷으로 압축하는 단계와;

탑재된 인쇄 유니트를 통하여 소정의 이미지를 인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내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a method of retrieving information from within a

vehicle)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트에 의하여 원격의 위치로 상기 캡쳐된 이미지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

기 방법은, 또한, 상기 무선 커뮤니케이션 유니트에 의하여 비디오 이미지를 상기 비디오 이미지의 원격의 공급자로부터

상기 이미지 표시 설비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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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먼저 도 1을 참조하면,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in-vehicl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이 도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10으로 표시된다. 시스템(10)은 비디오 출력 모듈(video output module, 12)의 형태로 데이터 생성 모듈(data

generating module)을 포함한다. 상기 모듈(12)로부터의 비디오 이미지 출력은 데이터 라인(data line, 20)을 거쳐 디스플

레이 장치(display facility, 18)로 전송된다.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18)는, 알맞게 차량의 적당한 위치에 장착된 LCD 패널

(LCD panel)이다.

또한, 상기 모듈(12)로부터의 비디오 데이터는 라인(22)상으로 데이터 캡쳐 모듈(data capture module) 또는 이미지 캡쳐

모듈(image capture module, 14)에 출력된다. 상기 이미지 캡쳐 모듈(14)은, 상기 모듈(12)로부터 JPEG와 같은 압축된

이미지 포맷으로 수신된 비디오 데이터(video data)를 인코드(encode)한다. 인쇄되어 출력된 하드 카피(hard-copy)로 덮

여지고 삽입되어져야 하는, 이미지가 캡쳐된 시간 및 날자를 표시하는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는, 상기 이미지 캡쳐 모

듈(14)로부터 압축된 출력에 포함될 수 있다.

압축된 데이터는, 시스템(10)의 인쇄 유니트(printing unit, 16)의 프린터 컨트롤러(printer controller, 42)에 라인(24)상

으로 전송된다. 상기 프린터 컨트롤러는, 상기 인쇄 유니트(16)의 프린터(100)를 제어한다.

또한, 상기 이미지 캡쳐 모듈로부터의 압축된 데이터는, 캡쳐된 데이터의 복사본을 원격의 저장 데이터 베이스(remote

storage database) 또는 차후의 검색 또는 웹사이트(website)상의 출판 등을 위한 서버(server)로 전송하기 위하여, 무선

커뮤니케이션 서브-시스템(wireless communications sub-system, 50)에 라인(28)상으로 전송된다.

원한다면, 상기 시스템(10)은, 캡쳐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플래쉬 메모리 카드(flash memory card), 또는 필요한 용

량을 갖는 적당한 저장 매체와 같은 데이터 저장수단(data storage means, 미도시)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10)은, 상기 비디오 출력 모듈(12)에 의하여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상기 이미지 캡쳐 모듈(14)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사용자, 보통은 차량의 보유자에 의하여 작동되는 사용자 터미널(user terminal, 26)을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10)의 몇몇 구성요소를 이하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5를 참조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무선 커뮤니케이션 서브-시스템(50)이 채용될 수 있다. 하나의 기술은 위성 커뮤니케

이션과 이동전화 네트워크의 결합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서브-시스템(50)은 이동 스테이션(mobile station,52, 본 발명에서는 차량임)과 고정 스테이션(fixed station,54)을

포함한다. 위성은 대체적으로 참조번호 56으로 지정된다. 상기 위성(56)은 또한 위성 업 링크(satellite up link, 60)를 통

하여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 54)과 교신한다.

덧붙여, 상기 이동 스테이션(52)은,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54)에서 이동전화 네트워크 기반의 리시버(receiver, 66)와 교

신하는 이동전화 네트워크 기반의 트랜스미터(transmitter, 64)를 포함한다.

상기 이동 스테이션(52)에서부터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54)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위성(56)을 통한 위성 전송이

상기 트랜스미터(64)와 상기 리시버(66)를 사용하는 이동전화 네트워크와 함께 채용된다.

상기 프린터 컨트롤러(42)는, 인쇄 과정의 하드웨어의 특정한 측면을 처리한다. 이것은, 다수의 다른 형태의 인쇄 매카니

즘 또는 프린터(100)를 시스템의 상세, 더 나아가서 일련의 프린트 모듈을 변화시키지 않고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프린터 컨트롤러(42)는, 각각의 이미지의 압축 버젼을 수용한다. 상기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밴드 방

식의 형태로 또는 완전히 수용될 수 있다.

상기 프린터 컨트롤러(42)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는 프린터 순서로 점차적으로 액세스되며, 프린터(100)의 하드웨어가 그

의 프린트헤드(300)를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압축이 해제되고 프린터(100)의 하드웨어에 적당한 포맷으로

조직화된다. 이러한 인식은, 필요하다면, 마커(marker)와 종이에 사용되는 인쇄 매체와 조정의 스케일링(scaling) 및 디더

링(dithering)과 같은, 특정의 프린트헤드(300)의 특별한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것과 같은 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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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프린터(100)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프린터(100)는, 플랩(flap, 120)에 의하여 닫힌 액세스 개구(118)를 갖는 최상부 덮개(116)에 의하여 덮인 새시

(chassis, 112, 도 3 참조)를 포함한다. 상기 플랩(120)은, 카트리지(122)가 프린터(100)로부터 제거되었을 때에 상기 액

세스 개구(118)를 닫기 위하여 상기 플랩이 상방향으로 밀리도록, 스프링에 의하여 일측으로 치우져진다.

프린터(100)에 요구를 보내는 장치는, 예컨대, 자동차의 와이어링 룸(wiring loom)을 매개로 상기 프린터(100)에 단단히

배선되거나 또는, 그 대신에, 상기 장치는 무선 방식으로 상기 프린터(100)에 요구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기 프린터(100)는, 적외선 교신과 같은, 무선 교신을 감지할 수 있는 포트(port, 124)를 포함한다.

상기 프린터(100)는 프린터헤드(300, 도 3 참조)를 통합한다. 상기 프린트헤드(300)는 페이지 폭의 잉크젯 프린트헤드

(ink jet printhead)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프린트헤드(300)는, 카트리지(122)에 저장된 인쇄 매체에 사진 품질 프린

트(photo quality print)로 프린트하는, 4색 프린트헤드(four color printhead), 또는 3색 플러스 적외선 잉크 프린트헤드

(three color plus infra red ink printhead)이다. 상기 프린트헤드(300)는 프린트에 1600 dpi를 제공하는 노즐의 어레이

(array)를 포함한다. 상기 프린트헤드(300)의 노즐은 출원인의 멤젯 기술(Memjet technology)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상

기 프린트헤드는 다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상기 프린트헤드(300)는, 새시(112)에 고정된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으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한다.

한 쌍의 구동모터(138, 140)가 상기 새시(112)의 측벽(142)상에 장착된다.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의 형태의 구동모

터(138)는, 첫번째 기어 트레인(gear train, 144)의 형태의 첫번째 구동장치를 구동한다. 상기 첫번째 기어 트레인(144)은

상기 새시(112)의 측방 몰딩(molding, 146)상에 장착된다.

구동모터(140)는, 이 또한 스테퍼 모터의 형태이며, 두번째 기어 트레인(150)의 형태의 두번째 구동장치를 매개로 구동롤

러(148)를 구동한다.

상기 프린트헤드(300)는, 다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잉크 공급 매니폴드(manifold, 156)를 매개로 카트리

지(122)의 잉크 공급 저장조(154, 도 7 참조)와 교신하는 잉크 호스(ink hose, 152)로부터 잉크를 받는다.

도 4에는, 상기 프린터(100)의 분해도가 도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상기 프린트헤드(300)가 TAB 필름(154)를 통하여

PCB(136)와 교신한다.

슬롯(slot, 158)이 측방 몰딩(146)에 형성된다. 상기 슬롯(158)은, 그 안에 카트리지(122)의 대응하는 형성을 수용한다.

더욱이, 롤러 세트(roller set, 160)가 상기 프린터(100)의 베이스(base, 162)상에 장착된다. 상기 롤러 세트(160)는 회전

축(162)을 포함한다. 톱니(cog, 164)가 상기 축(162)의 각 끝단에 근접하여 장착된다. 각각의 톱니(164)는, 카트리지

(122)가 프린터(100)에 삽입되거나 프린터(100)로부터 이탈될 때에 상기 카트리지(122)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상

기 카트리지(122)의 각 측부에 하나씩 취부된 세로방향으로 연장되는 랙(rack 200, 202)과 결합한다.

상기 첫번째 기어 트레인(144)은 프린터(100)의 픽업 롤러(pick up roller, 168)와 결합한다. 상기 픽업 롤러(168)는, 프

린트가 수행될 때에 프린트헤드(300)에 공급하기 위하여, 카트리지(122)에서 종이의 더미(170, 도 5 참조)로부터 인쇄 매

체를 한 장의 종이의 형태로 집어든다.

도 4에서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첫번째 기어 트레인(144)은, 상기 스테퍼 모터(138)로부터 상기 첫번째 기어 트

레인(144)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프린터(100)를 가로질러 연장되는 축(172)을 매개로, 스테퍼 모터(138)에 의하여

구동된다. 기어(174)가 상기 축(172)의 일단에 몰딩(146)에 대항하여 장착된다. 상기 기어(174)는 감속 기어 세트(176)를

구동한다. 더욱이, 상기 감속 기어 세트(176)는 역전 메카니즘(178)과 교신한다. 따라서, 상기 기어 트레인(144)은 두가지

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역전 메카니즘(178)이 선택되지 않으면, 상기 기어 트레인(144)은 프린터(100)로 카트리지

(122)를 공급하기 위하여 또는 프린터(100)로부터 카트리지(122)를 방출하기 위하여, 상기 카트리지(122)상의 상부 랙

(180)과 결합한다. 그 대신에, 상기 역전 메카니즘(178)이 선택되면, 이것은 픽업 롤러(168) 또는,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픽업 롤러(168)의 일단에 장착된 기어(182)와 결합한다. 그 다음에 상기 기어 트레인(144)은, 프린트헤드(300)로 운반하

기 위하여 구동롤러(148)에 종이를 공급한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카트리지(122)를 다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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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지(122)는 베이스 몰딩(base molding, 190)을 포함한다. 상기 베이스 몰딩(190)은 금속 덮개(192)에 의하여 닫힌

다. 상기 덮개(192)는, 그 앞측 모서리에 형성된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한 쌍의 개구(194)를 구비한다. 이들 개구(194)들

은 프린터(100)의 픽업 롤러(168)가 상기 카트리지(122)내의 종이 더미(170)의 최상의 한장과 결합할 수 있게 한다.

톱니가 달린 랙(196)이 상기 카트리지(122)의 일측에 제공된다. 상기 톱니가 달린 랙(196)에는, 카트리지(122)의 결합 또

는 방출을 위하여 첫번째 기어 트레인(144)의 기어에 의하여 결합되는 상부 랙(180)이 형성된다. 리브(rib, 198)가 상기

톱니가 달린 랙(196)의 측방을 따라서 세로방향으로 연장된다. 상기 리브(198)는 프린터(100)의 측방 몰딩(146)의 슬롯

(158)에 수용된다. 상기 톱니가 달린 랙(198)의 하부 표면 또한, 톱니(164) 중 하나와의 결합을 위하여 세로로 연장되는

랙(200, 도 7 참조) 중 하나를 갖는다. 카트리지(122)의 베이스 몰딩(190)의 대향하는 측부는, 상기 카트리지(122)가 프린

터(100)에 삽입되거나 프린터(100)로부터 방출될 때에 상기 카트리지(122)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톱니(164)

와 결합하는, 다른 세로방향으로 연장되는 랙(202)을 운반한다.

공급 슬롯(204)이, 사용시 인쇄될 종이가 지나가는 금속 덮개의 앞측 덮개에 형성된다. 상기 공급 슬롯(204)은, 하나 이상

의 종이가 한번에 프린트헤드(300)에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스트립(plastics strip, 206)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형성된다.

횡방향으로 가로질러 연장되는 홈(208)이 상기 스트립(206)의 바깥측으로 형성된다. 상기 홈(208)은, 그 안에 스프링이

달린 롤러(210)를 수용한다. 상기 롤러(210)는, 다수의 클립(clip, 212)을 통하여 상기 홈(208)안에서 지지된다.

상기 롤러(210)는, 다수의 리프 스프링(leaf spring, 214)을 통하여 상기 홈(208)의 베이스에 대하여 상방향으로 치우쳐진

다. 상기 리프 스프링(214)은, 부분적으로 상기 홈(208)을 형성하는 L 형상의 금속 브래킷(bracket, 216)과 일체적으로 형

성된다. 상기 롤러(210)는 상기 클립(212)에 스냅식(snap-fit)으로 고정된다.

플래튼(platen, 218)이 베이스 몰딩(190)에 수용된다. 상기 플래튼(218)은, 종이 더미(170)를 덮개(192)로 밀어내기 위하

여, 베이스 몰딩(190)의 바닥(222)과 결합하는 다수의 리프 스프링(220)에 의하여 일측으로 치우쳐진다.

잉크 공급 저장조(154)는 베이스 몰딩(190)과 일체적으로 형성된 잉크 공급 몰딩(224)을 포함한다. 상기 잉크 공급 몰딩

(224)에는 다수의 잉크 공급 채널(channel, 226)이 형성된다. 각각의 잉크 공급 채널(226)은 잉크의 특정한 색채를 포함

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색채"라는 용어는, 예컨대 적외선 잉크와 같은, 가시적인 스펙트럼(spectrum)에서 볼 수 없는

잉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상기 채널(226)은, 몰딩(224)에 열로 밀봉된 가요성의 블래더(bladder) 형상의 멤브레인(membrane, 228)에 의하여 닫힌

다. 잉크가 각각의 채널(226)로부터 인출될 때에, 이와 결합된 멤브레인(228)은 상기 채널(226) 안으로 붕괴되고, 이로써

상기 채널(226) 안으로의 공기의 진입이 방지된다.

각각의 채널(226)은 잉크 출구(230)과 교신한다. 각각의 잉크 출구(230)는 파단될 수 있는 밀봉의 형태이다.

도 4에 더욱 상세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터(100)의 잉크 공급 매니폴드(156)는 핀(232)들을 포함한다. 이들 핀(232)

들은 잉크 공급 호스(152)와 교신한다. 카트리지(122)가 프린터(100)에 삽입되고, 상기 카트리지(122)가 기어 트레인

(144)에 의하여 복귀할 때에, 상기 핀(232)들은 상기 밀봉(230)을 관통하여 상기 호스(152)가 그들과 결합된 잉크 공급 채

널(226)과 교신하도록 한다.

상기 카트리지(122)는 품질 보증 칩(chip, 234)을 포함한다. 이 칩(234)은 상기 카트리지(122)와 프린터(100)와의 사이의

올바른 교신을 보장하며, 상기 카트리지(122)가 요구되는 품질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상기 칩(234)은, 프린터(100)

의 잉크 공급 매니폴드(156)상에 장착된 칩 접촉(236)을 통하여 프린터(100)와 교신한다. 따라서, 카트리지(122)가 기어

트레인(144)에 의하여 복귀할 때에, 상기 칩(234)은 프린터(100)의 칩(234)과 회로기판(136)과의 사이에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기 접촉(236)과 결합한다.

상기 카트리지(122)는, 일단 잉크 공급 및 종이 공급이 고갈되면 처분될 수 있는 일회용 유니트이다. 그 대신에, 상기 카트

리지(122)는 다시 사용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일단 카트리지(122)에서의 잉크 및 종이의 공급이 고갈되고 상기 카트

리지(122)가 프린터(100)로부터 방출되면, 사용된 빈 카트리지(122)는 상환을 위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부품 제조업자에

게 보내질 수 있다. 일단 그의 종이 및/또는 잉크의 공급이 고갈되면, 상기 카트리지(122)는 프린터(100)로부터 자동적으

로 방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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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내지 도 14를 참조하여, 프린트헤드(300)를 다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프린트헤드(300)는, 다음에 보다 상세하

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노즐 어셈블리(nozzle assembly)의 어레이(array)를 포함한다. 특정하게 바람직한 형태에서, 상

기 프린트헤드는, 페이지 2의 " 관련된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 "라는 제목의 단락에 열거된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에 서술된

바와 같이, 멤제트 기술을 포함하며, 이러한 개시는 명백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여기에 통합된다.

먼저, 도 8에는, 대체적으로 참조번호 400으로 나타내어지는 노즐 어셈블리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어셈블리(400)는, 유전체층(418)이 적층되는 실리콘 기판 또는 웨이퍼(416)를 포함한다. CMOS 부동태층(420)이 상

기 유전체층(418)상에 적층된다.

각각의 노즐 어셈블리(400)는, 노즐 개구(424)가 형성된 노즐(422), 레버 아암(lever arm, 426) 형태의 연결부재 및 액츄

에이터(actuator, 428)를 포함한다. 상기 레버 아암(426)은 상기 액츄에이터(428)를 상기 노즐(422)에 연결한다.

도 9 내지 도 11에 더욱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노즐(422)은, 왕관부(crown portion, 430)에 매달린 스

커트부(skirt portion, 432)를 갖는 왕관부(430)를 포함한다. 상기 스커트부(432)는 노즐 챔버(nozzle chamber, 434)의

외주벽의 일부를 형성한다. 상기 노즐 개구(424)는 상기 노즐 챔버(434)와 유체가 교신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노즐 개구

(424)는, 상기 노즐 챔버(434)에서 잉크(440)의 몸체의 메니스커스(meniscus, 438, 도 9 참조)를 "구속"하는 양각으로 도

드라진 림(rim, 436)에 의하여 둘러싸인다.

잉크 입구 개구(442, 도 13에 더욱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음)는 노즐 챔버(434)의 바닥(446)에 형성된다. 상기 개구(442)

는, 기판(416)을 관통하여 형성된 잉크 입구 채널(448)과 유체가 교신되도록 되어 있다.

벽부(450)가 상기 개구(442)를 제한하며 상기 바닥부(446)로부터 상방향으로 연장된다. 위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상기

노즐(422)의 상기 스커트부(432)에는 노즐 챔버(434)의 외주벽의 첫번째 부분이 형성되며, 상기 벽부(450)에는 상기 노

즐 챔버(434)의 외주벽의 두번째 부분이 형성된다.

상기 벽(450)은, 다음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노즐(422)이 제거될 때에 잉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체

의 밀봉으로서 작용하는, 그 자유단부에서 내측으로 향하는 립(lip, 452)을 구비한다. 상기 잉크(440)의 점성 및 상기 립

(452)과 상기 스커트부(432)와의 사이의 작은 치수의 공간 때문에, 내측으로 향한 립(452) 및 표면장력은, 상기 노즐 챔버

(434)로부터의 잉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으로서 기능한다.

상기 액츄에이터(428)는 열적 벤드 액츄에이터(thermal bend actuator)이며, 기판(416) 또는, 더욱 상세하게는, CMOS

부동태층(420)으로부터 상방향으로 연장되는 앵커(anchor, 454)에 연결된다. 상기 앵커(454)는, 상기 액츄에이터(428)와

전기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전도성 패드(pad, 456)상에 장착된다.

상기 액츄에이터(428)는, 한 쌍의 두번째의 수동 빔(passive beam, 460)의 위에 배열된, 한 쌍의 첫번째의 능동 빔(active

beam, 458)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두 쌍의 빔(458 및 460) 모두 질화 티타늄(TiN)과 같은 전도성 세라믹 소

재이거나 이를 포함한다.

두 쌍의 빔(458 및 460) 모두는, 앵커(454)에 고정된 그들의 첫번째 단부를 갖으며, 아암(426)에 연결된 그들의 대향하는

단부를 갖는다. 전류가 상기 능동 빔(458)을 통하여 흐르게 될 때에, 상기 빔(458)의 열팽창이 초래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

는 수동 빔(460)이 같은 비율로 팽창하지 않으므로,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가 발생하여, 아암(426) 및 노즐(422)

을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416)을 향하여 하방향으로 변위시킨다. 이는, 도 10의 462로 도시된 바와 같이, 노즐 개

구(424)를 통한 잉크의 분출을 초래한다. 전류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것에 의하여 열의 원천이 능동 빔(458)으로부터 제거

되면, 노즐(422)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의 정지된 위치로 돌아간다. 상기 노즐(422)이 그의 정지된 위치로 돌아가

면, 잉크 방울(464)은 도 11의 466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잉크 방울의 좁은 부분의 파단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상기 잉크

방울(464)은 종이와 같은 인쇄 매체로 이동한다. 잉크 방울(464)의 형성의 결과로서, 도 11의 468로 도시된 바와 같이 "음

의(negative)" 메니스커스(meniscus)가 형성된다. 이러한 "음의" 메니스커스는 노즐 어셈블리(400)로부터의 잉크 방울의

다음 방출을 대비하여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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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12 내지 도 14를 참조하여, 프린트헤드(300)의 일부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프린트헤드(300)는 4색 프린트헤

드이다. 따라서, 상기 프린트헤드(300)는, 한가지 색에 1개 그룹이 해당되는, 4개 그룹(370)의 노즐 어셈블리를 포함한다.

각각의 그룹(370)은, 2열(372, 374)로 배열된 노즐 어셈블리(400)를 갖는다. 상기 그룹(370) 중 하나는 도 13에 보다 상

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열 372 및 374에서 노즐 어셈블리(400)의 조밀 충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열 374의 노즐 어셈블리(400)는 열 372의 노

즐 어셈블리(400)에 대하여 오프셋(offset)되거나 엇걸리게 된다. 또한, 열 372의 노즐 어셈블리(400)는, 열 374의 노즐

어셈블리(400)의 레버 아암(lever arm, 426)이 인접한 열 372의 어셈블리(400)의 노즐(422)과의 사이를 지날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떨어져 위치한다. 각각의 노즐 어셈블리(400)는, 열 372의 노즐(422)이 인접한 열 374의 노즐 어셈블리(400)

의 노즐(422)과 액츄에이터(428)와의 사이에 딱 맞게 포개지도록, 실질적으로 아령(dumbbell) 형태를 갖는다.

더욱이, 열 372 및 374의 노즐(422)의 조밀 충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노즐(422)은 실질적으로 6각형의 형태를

갖는다.

기판(416)은 그 위에 배열된, 패드(pad, 456)를 통하여 노즐 어셈블리(400)의 액츄에이터(428)로 전기적인 연결을 제공

하는 접착 패드(376)를 갖는다. 이들 전기적인 연결은 CMOS 층(미도시)을 통하여 형성된다.

노즐 가드(nozzle guard, 380)는, 프린트헤드(300)의 기판(416)상에 장착된다. 상기 노즐 가드(380)는, 몸체 부재(382)를

관통하도록 형성된 다수의 통로(384)를 갖는 몸체 부재(382)를 포함한다. 상기 통로(384)는, 노즐 개구(424) 중 어느 하나

로부터 잉크가 방출될 때에, 상기 잉크는, 인쇄 매체에 부딪히기 전에 결합된 통로(384)를 통하여 지나가도록, 프린트헤드

(300)의 노즐 어셈블리(400)의 노즐 개구(424)에 정합(整合)된다.

상기 몸체 부재(382)는, 림(limb) 또는 스트럿(strut)(386)에 의하여 노즐 어셈블리(400)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도록 장착된다.

프린트헤드(300)가 작동하면, 공기는 입구 개구(388)를 통하여 채워지며, 통로(384)를 통하여 이동하는 잉크와 함께 상기

통로(384)를 통과하도록 강제된다. 상기 공기의 목적은 상기 통로(384)에서 외부로부터의 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먼지

입자와 같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입자가 노즐 어셈블리(400)상에 떨어져 그 작동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 노

즐 가드(380)의 공기 입구 개구(388)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 방지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프린터(100)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량내 엔터테인먼트 유니트(in-car

entertainment unit, 500)의 일부로 만들어져 형성된다.

CD 플레이어(CD player, 502) 및 컨트롤을 갖는 라디오(504)와 더불어, ICE 유니트(500)는 풀 칼라 LCD(full color

LCD, 506)를 포함한다. 상기 유니트(500)는, 위성 네비게이션 유니트(satellite navigation unit)로서 기능하며, 또한 텔러

비젼 또는 데이터 시그널(signal)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유니트(500)는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형태의 프

린터(100)를 통합한다. 상기 유니트(500)는 컨트롤 버튼(control button, 508)의 열을 포함한다. 이러한 버튼(508)의 열

은 GPS 컨트롤을 구성하며, 위성 네비게이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 덧붙여, 상기 유니트는, 프린터(100)를 제어하기 위

하여 제공된 사용자 터미널(26)과 프린터(100)에 의하여 인쇄되는 컨텐트를 포함한다.

사용시, 비디오 출력 모듈(12)의 컨텐트를 캡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상기 사용자 터미널(26)이 사용자에 의하여

활성화된다. 상기 사용자 터미널의 활성화는, 차례로, 이미지 캡쳐 모듈(14)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상기 비디오 출력 모듈

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가 데이터 라인(22)을 통하여 캡쳐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미지 압축 기술이 상기 이미지 캡쳐

모듈(14)에 사용되어,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가 데이터 라인(24)상으로 상기 프린터 컨트롤러(42)에 출력된다. 상기 프린터

컨트롤러(42)는 상기 프린터(100)에 의하여 인쇄되기에 적당한 포맷으로 상기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를 조작하여, 상기 캡

쳐된 이미지의 하드 카피가 인쇄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가 상기 인쇄된 이미지에 몇몇 다른 형태로 덮

여지고 삽입될 수 있다.

원한다면, 상기 캡쳐된 이미지는 또한, 원격의 서버로의 전송을 위하여 데이터 라인(28)상으로 상기 무선 커뮤니케이션 서

브-시스템(50)에 출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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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시스템(10)이 유용한 적용의 한 부류는 비디오 게임 스크린(video game screen)의 캡쳐이다. 예컨대, 비디오

게임의 플레이어는 특정한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최고 득점의 하드 카피를 갖고 싶어할 것이다. 상기 시스템(10)에 의하여,

그러한 이미지는 캡쳐되고 인쇄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플레이어가 붙박이 디스플레이 설비(built-in display facility, 18)을 사용하여 차량에서 비디오 게임

을 하고, 플레이어 중 하나가 최고 득점 또는 사용자 터미널(26)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전의 게임 플레이에 기초하여 의미심

장한 득점을 획득한다면, 그 결과를 인쇄한 기록이 차후의 참고를 위하여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이 사용되는 다른 적용은, 날씨 방송과 같은 텔레비젼 방송으로부터 프레임을 캡쳐하거나, 예컨대, 식당

의 위치와 같은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정보의 하드 카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무선 커뮤니케이션 서브-시스템(50)은, 상기 디스플레이 설비(18)상의 상기 비디오 출력 모듈(12)을 통하여

디스플레이되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가끔, 이들 텔레비젼 방송은, 시청자가 차후의 참고를 위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예컨대, 날씨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을 때에, 하나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정보의 양이 사용자가 한번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클 수 있다.

몇몇 프로그램, 예컨대, 식당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시청자가 다른 곳에 주의가 분산될 수 있는 차량 안에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복합된다.

시스템(10)에 의하여, 시청자가 차후의 참고를 위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본다면, 상기 사용자 터미널

(26)을 적절히 활성화시킴으로써, 상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미지를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차량에서 디스플레이 설비상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인쇄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10)이 제공되는

이점이 있다. 이에 의하여, 그러한 디스플레이 설비상에 디스플레이된 이미지의 컨텐트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거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종이와 펜을 부득이 찾아야 하는 이미지에 관하여 상세 정보를 적어놓으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한 종이와 펜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차량의 운전자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므로 위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점은, 차량의 보유자들이 보았고 차후의 참고를 위하여 인쇄하고자하는 이미지를 시스템(10)에 의하

여 그들이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다수의 특정의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는 본 발명이 다른 많은 형태

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의 종래기술에 대한 언급은, 반대되는 지시가 없는 한,

그러한 종래기술이 본 발명이 관계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내 정보 검색 시스템의 블럭 다이어그램이고,

도 2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프린터의 삼차원 입체도이고,

도 3은, 덮개가 제거된 프린터의 삼차원 입체도이고,

도 4는, 프린터의 삼차원 분해도이고,

도 5는, 프린터의 측단면도이고,

도 6은, 프린터의 카트리지의 삼차원 입체도이고,

도 7은, 카트리지의 삼차원 분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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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프린터용 잉크젯 프린트헤드를 위한 노즐 어셈블리의 삼차원 개략도이고,

도 9 내지 도 11은, 도 8의 노즐 어셈블리의 작동을 삼차원적이며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고,

도 12는, 프린트헤드를 구성하는 노즐 어레이의 삼차원 입체도이고,

도 13은, 도 12의 어레이 부분을 확대한 도면이고,

도 14는, 노즐 가드를 포함하는 프린트헤드의 삼차원 입체도이고,

도 15는, 도 1의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무선 커뮤니케이션 서브-시스템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며,

도 16은, 시스템의 실행을 삼차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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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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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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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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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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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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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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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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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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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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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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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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