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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광 이미지센서를 이용한 초슬림 광 포인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개인휴대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눈부심등에

의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변조명에 의한 광 이미지센서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상면일측에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

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 상기 적외선 엘이디의 광원을 상부의 커버 플레이트까지 전송하는 조명계; 상기 커버 플

레이트의 하부에 구비되어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을 집광하는 결상계렌즈;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상부일측에 구비된 경통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상

기 조명계, 커버 플레이트 및 결상계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

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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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쇄회로기판(PCB)(508); 상기 인쇄회로기판(508)의 상면일측에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LED:Light Emitting Diode)

(5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503); 상기 적외선 엘이디(501)의 광원을

상부의 커버 플레이트(503)까지 전송하는 조명계(502); 상기 커버 플레이트(503)의 하부에 구비되어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을 집광하는 결상계렌즈(505);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광 이미지센서(Image Sensor)

(507); 상기 인쇄회로기판(508)의 상부일측에 구비된 경통(509)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500)에 있어서,

상기 조명계(502), 커버 플레이트(503) 및 결상계렌즈(505)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Optical Pointing Device).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계(502)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상계렌즈(505)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4.

인쇄회로기판(616); 상기 인쇄회로기판(616)의 상면일측에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6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

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603); 상기 적외선 엘이디(601)의 광원을 상부의 커버 플레이트(603)까지 전송하는 조명계

(602); 광 경로를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볼록렌즈(606);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

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광 이미지센서(61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600)에 있어서,

상기 조명계(602), 커버 플레이트(603) 및 평볼록렌즈(606)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계(602)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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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평볼록렌즈(606)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7.

인쇄회로기판(708); 상기 인쇄회로기판(708)의 상부에 구비된 경통(709), 상기 경통(709)의 상부일측에 구비되어 커버

플레이트에 광을 직접 조사하는 적외선 엘이디(7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703); 상

기 커버 플레이트(703)의 하부에 구비되어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을 집광하는 결상계렌즈(705);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707)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700)에 있어서,

상기 커버 플레이트(703) 및 결상계렌즈(705)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결상계렌즈(705)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9.

인쇄회로기판(PCB, 816); 상기 인쇄회로기판(816)의 상면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구비되어 커버 플레이트에 직접 광을 조

사하는 적외선 엘이디(8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803); 광 경로를 수평방향으로 변

환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볼록렌즈(806);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광 이미지센

서(81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800)에 있어서,

상기 커버 플레이트(803) 및 평볼록렌즈(806)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평볼록렌즈(806)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 포인팅 장치.

청구항 11.

제 1항 내지 제 10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광 포인팅 장치가 구비된 개인휴대단말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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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이미지센서(Image Sensor)를 이용한 초슬림 광 포인팅 장치(Pointing Device) 및 이를 구비한 개인휴대단

말기(Personal Poatable Device)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휴대폰 등의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초슬림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눈부심등에 의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변의 조명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광 포인팅 장

치 및 이를 구비한 개인휴대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현재 개인휴대단말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User Interface)의 개선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재의 상황은, 컴퓨터가 도스(DOS) 체제에서 윈도우(Windows) 환경으로 전환한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동안 개인휴대단말기에서는, 그 크기나 휴대성 문제로 컴퓨터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포인팅을 할 수 있는 광 마우스

(Optical Mouse) 장치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였다.

만일,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 마우스를 개인휴대단말기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

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휴대단말기에 삽입할 수 있는 초소형 광 포인팅 장치가 개발되고 있

다.

도 1은 상기한 광 포인팅 장치의 일례를 도시한 것으로서, 이것은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 마우스를 축소하여 거꾸로

뒤집은 구조로 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인휴대단말기에 삽입할 수 있는 광 포인팅 장치(100)는, 조명계(102)를 통하여 조사되는 적색

엘이디(Red LED)(101)가, 피사체인 손가락을 인식하는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103)에 손가락이 놓여 있지 않을 시

에는 사용자의 눈(110)으로 직접 조사된다.

도 1에서 도면부호 105는 결상계렌즈, 106은 잡음광을 차단하기 위한 스탑(Stop), 107은 광 이미지센서, 108은 피씨비

(PCB), 109는 경통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의 눈(110)에 광(104)이 직접 조사되면, 사용자는 눈부심 등에 의해 쉽게 피로감을 갖게 되며, 장시간 노출

될 경우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휴대폰 등의 개인휴대단말기에 적용되는 광 포인팅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광원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광 마우스에서 사용

하는 적색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상기 광원으로서 적색 엘이디를 사용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광 포인팅 장치가 기본적으로 광 마우스와 동일한 이미지센서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

동안 광 마우스에 사용되어온 적색 엘이디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초슬림 광 포인팅 장치는, 손가락을 피사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광 마우

스처럼 광원이 바닥면을 조사하지 않고, 상부를 향해 조사하게 된다. 즉, 일반적인 광 마우스를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사

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적색 엘이디가 사용자의 눈에 직접 조사되므로, 사용자의 시력을 저하시키거나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사용자가 거

부감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휴대폰의 광 포인팅 장치에 사용되는 엘이디는 고휘도의 엘이디 이기 때문에, 적색 엘이디 뿐만 아니라 청색, 녹색, 백색의

엘이디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다.

한편, 광 마우스의 구조를 축소하여 거꾸로 뒤집은 형태의 포인팅 장치는, 그 두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의 휴대

단말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광로를 수평방향으로 변형하여 초슬림화한 구조의 광

도파로 포인팅 장치가, 한국특허출원 제10-2004-0113266호, 제10-2005-0000471호, 제10-2005-0005935호, 제

10-2005-5936호, 제10-2005-5937호, 제10-2005-9356호 및 제10-2005-63614호로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바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9380

- 4 -



상기한 초슬림 광 도파로 구조의 광 포인팅 장치(20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사체인 손가락을 인식하는 커버 플레

이트(203)에 손가락이 놓여 있지 않을 시에는, 조명계(202)를 통하여 조사되는 적색 엘이디(201)가 사용자의 눈(210)로

직접 조사된다.

따라서, 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눈부심 등에 의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도 2에서 도면부호 205, 211은 반사면, 206은 평볼록렌즈, 207,209는 볼록부, 208은 잡음광을 차단하기 위한 스탑(Stop)

, 212는 출사면, 213은 광 이미지센서, 214는 피씨비(PCB), 216은 메인 피씨비(Main PCB)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상기한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원만을 사람의 눈이 인식할 수 없는 적외선 영역으로 바꾸어 적용하면 상기한 시력저하나

눈부심 현상 등을 방지할 수가 있다. 즉, 광 마우스용 이미지센서는 가시광선(400 ~ 700nm) 영역과 일부 적외선(700 ~

900nm) 영역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광원만을 사람의 눈이 인식할 수 없는 적외선 영역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눈에 광원이 조사되는 것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할 수는 있으나, 외부의 조명에 의해 이미지센

서가 오동작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즉, 광원을 적외선 엘이디로 사용하는 것으로서는 외부의 주변 조명에 의한

광 이미지센서의 오동작 현상을 방지할 수가 없다. 이를 도 3과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양광 또는 외부의 조명(310)에서 조사된 가시광(304)은, 리딩 영역인 커버 플레이트(303)을

통과하여 결상계렌즈(305)를 지나 광 이미지센서(307)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광 이미지센서(307)의 오동작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양광 또는 외부의 조명(410)에서 조사된 가시광(404)은, 리딩 영역인 커버 플레이트

(403)을 통과하여 반사면(405, 411) 및 평볼록렌즈(406)을 거쳐 광 이미지센서(413)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역시, 광

이미지센서(413)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눈부심등에 의해 사용자가 피로감을 느끼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외부의 주변 조명에 의한 광 이미지센서의 오동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초슬림 광 포인팅 장치를 제공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초 슬림 광 포인팅 장치가 구비된 개인휴대단말기에 용이하게 장착될 수 있는 렌즈모듈을 제공하

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적외선 파장 대역인 700 ~ 3,000nm 만을 투과시키는 밴드패스 필터

(Bandpass Filter) 성격의 광학플라스틱을 사용한 렌즈 모듈(Lens Module)을 광 포인팅 장치에 적용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는,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상면일측에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 피

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 상기 적외선 엘이디의 광원을 상부의 커버 플레이트까지 전송하

는 조명계; 상기 커버 플레이트의 하부에 구비되어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을 집광하는 결상계렌즈;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

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상부일측에 구비된 경통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

인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조명계, 커버 플레이트 및 결상계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

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조명계, 커버 플레이트, 결상계렌즈 중에서, 커버 플레이트 및 결상계렌즈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

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조명계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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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명계, 커버 플레이트, 결상계렌즈 중에서, 조명계 및 커버 플레이트 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결상계렌즈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는,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상면일측에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 피

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 상기 적외선 엘이디의 광원을 상부의 커버 플레이트까지 전송하

는 조명계; 광 경로를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볼록렌즈;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조명계, 커버 플레이트 및 평볼록렌

즈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조명계, 커버 플레이트, 평볼록렌즈 중에서, 커버 플레이트 및 평볼록렌즈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

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조명계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또한, 조명계, 커버 플레이트, 평볼록렌즈 중에서, 조명계 및 커버 플레이트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평볼록렌즈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는,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 상부에 구비된 경통, 상기 경통의 상부

일측에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 상기 커버 플레이트의 하부에

구비되어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을 집광하는 결상계렌즈;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

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커버 플레이트 및 결상계 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커버 플레이트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결상계렌즈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는, 인쇄회로기판; 상기 인쇄회로기판의 상면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구비된 적

외선 엘이디;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 광 경로를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볼록렌즈;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커버 플레이트 및 평볼록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커버 플레이트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평볼록렌즈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광 포인팅 장치는, 기본적으로 적외선 엘이디를 포함하고,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

학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상기 광학플라스틱으로는 적외선 대역인 700 ~ 3,000nm의 파장대역만을 투과하는 광학플

라스틱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조명계를 통과한 적외선은 적외선만을 통과시키는 커버 플레이트에 낮은 조사각을 이

루며 조사하게 된다. 이 경우, 리딩 영역인 상기 커버 플레이트에 피사체인 손가락이 있을 경우에는 광이 결상계렌즈를 통

해 이미지센서로 전달되어 움직임을 인식하게 되며, 상기 커버 플레이트에 손가락이 없을 경우에는 광이 커버 플레이트를

투과하여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광은 적외선 파장 대역이므로, 사용자가 눈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눈의 피

로감이나 거부감 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상기 리딩 영역인 커버 플레이트가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시키는 광학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주변의 외부

조명에 의해서 광이 렌즈 모듈 내부로 입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광 이미지센서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가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9380

- 6 -



또한, 상기 커버 플레이트 뿐만 아니라 결상계렌즈에도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시키는 광학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외부

에서 유입되는 잡음광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상기 커버 플레이트를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시키는 광학플

라스틱으로 구성하고, 결상계렌즈를 가시광선 영역까지도 투과시키는 일반적인 광학플라스틱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본 발명의 광 포인팅 장치의 구조로는, 도 5와 같이 광 마우스의 구조를 축소시켜 뒤집어 놓은 구조일 수도 있고, 도 6과 같

이 두께를 초슬림화 하기 위해 광경로를 수직에서 수평 구조로 변형시킨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는 대칭형상일 수도 있고 비대칭 형상일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결상계렌즈가 여러 형태로 삽

입될 수 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광 포인팅 장치의 구조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마우스의 구조를 뒤집어 놓은 구조에서 광원인 엘

이디가 조명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커버 플레이트로 조사되는 구조일 수도 있고,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 도파로 평볼

록렌즈 타입의 구조에서 엘이디가 조명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커버 플레이트로 조사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보호범위

는 하기의 실시예들에 의해서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1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적외선 엘이디를 사용하고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하는 광학 플라스틱을 사용한 렌즈 모듈에서 사용자의 눈에 적외선이 조사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회로기판(PCB)(508); 상기 인쇄회로기판(508)의 상면일측에 구비

된 적외선 엘이디(LED)(5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503); 상기 적외선 엘이디(501)

의 광원을 상부의 커버 플레이트(503)까지 전송하는 조명계(502); 상기 커버 플레이트(503)의 하부에 구비되어 피사체에

서 반사된 빛을 집광하는 결상계렌즈(505);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507), 상

기 인쇄회로기판(508)의 상부일측에 구비된 경통(509)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500)에 있어서, 상기 조명

계(502), 커버 플레이트(503) 및 결상계렌즈(505)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된다.

상기 조명계(502), 커버 플레이트(503), 결상계렌즈(505)로 이루어진 렌즈 모듈에서, 커버 플레이트(503) 및 결상계렌즈

(505)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조명계(502)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또한, 조명계(502), 커버 플레이트(503), 결상계렌즈(505)로 이루어진 렌즈 모듈에서, 조명계(502) 및 커버 플레이트

(503)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결상계렌즈(505)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

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상기한 구조에 의하면 적외선이 사용자의 눈(510)에 조사되더라도, 인간의 눈(510)은 적외선 파장 대역을 인식하지 못하

기 때문에 눈부심 등의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제2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광 경로를 수평으로 변환한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의 초슬림 광 포인

팅 장치에 있어서, 적외선 엘이디를 사용하고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하는 광학 플라스틱을 사용한 렌즈 모듈에서 사용

자의 눈에 적외선이 조사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회로기판(616); 상기 인쇄회로기판(616)의 상면일측에 구비된 적

외선 엘이디(6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603); 상기 적외선 엘이디(601)의 광원을

상부의 커버 플레이트(603)까지 전송하는 조명계(602); 광 경로를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

볼록렌즈(606);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61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

팅 장치(600)에 있어서, 상기 조명계(602), 커버 플레이트(603) 및 평볼록렌즈(606)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

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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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명계(602), 커버 플레이트(603), 평볼록렌즈(606)로 이루어진 렌즈 모듈에서, 커버 플레이트(603) 및 평볼록렌즈

(606)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조명계(602)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또한, 조명계(602), 커버 플레이트(603), 평볼록렌즈(606)로 이루어진 렌즈모듈에서, 조명계(602) 및 커버 플레이트(603)

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평볼록렌즈(606)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상기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적외선이 사용자의 눈(610)에 조사되더라도, 인간의 눈(610)은 적외선 파장 대역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부심 등의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제3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적외선 엘이디가 조명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커버 플레이트로 조사되는

구조의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하는 광학 플라스틱을 사용한 렌즈 모듈에서 사용자의 눈에

적외선이 조사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회로기판(708); 상기 인쇄회로기판(708)의 상부에 구비된 경통

(709), 상기 경통(709)의 상부일측에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7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

이트(703); 상기 커버 플레이트(703)의 하부에 구비되어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을 집광하는 결상계렌즈(705); 반사된 피사

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미지센서(707)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700)에 있어서, 상기

커버 플레이트(703) 및 결상계렌즈(705)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

스틱으로 제조된다.

상기 커버 플레이트(703) 및 결상계렌즈(705)로 이루어진 렌즈 모듈에서, 커버 플레이트(703)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

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결상계 렌즈(705)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상기한 구조에 의하면 적외선이 사용자의 눈(710)에 조사되더라도, 인간의 눈(710)은 적외선 파장 대역을 인식하지 못하

기 때문에 눈부심 등의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제4실시예>

도 8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적외선 엘이디가 조명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커버 플레이트로 조사되는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의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하는 광학 플라스틱을 사용한 렌즈 모

듈에서 사용자의 눈에 적외선이 조사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의 제4실시예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쇄회로기판(PCB, 816); 상기 인쇄회로기판(816)의 상면에 소정의 간

격을 두고 구비된 적외선 엘이디(801); 피사체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커버 플레이트(803); 광 경로를 수평방

향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평볼록렌즈(806); 반사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수신하여 움직임을 검출하는 이

미지센서(81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광 포인팅 장치(800)에 있어서, 상기 커버 플레이트(803) 및 평볼록렌즈(806)가

사용자의 눈에 인식되지 않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된다.

상기 커버 플레이트(803) 및 평볼록렌즈(806)로 이루어진 렌즈 모듈에서, 커버 플레이트(803)는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

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되고, 평볼록렌즈(805)는 적외선 파장 대역 및 가시광선 파장 대역을 투과할 수 있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상기한 구조에 의하면 적외선이 사용자의 눈(810)에 조사되더라도, 인간의 눈(810)은 적외선 파장 대역을 인식하지 못하

기 때문에 눈부심 등의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도 9 및 도 10은, 태양광이나 기타 외부의 조명에 의해 조사되는 가시광이 광 포인팅 장치의 리딩 영역인 커버 플레이트 및

결상계렌즈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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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광 마우스를 축소하여 뒤집어 놓은 형태의 광 포인팅 장치(900)를 도시한 것으로서, 외부의 조명(910)에서 발생한

가시광(904)은,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하는 광학플라스틱 재료로 된 커버 플레이트(903) 및 결상계렌즈(905)에 의하

여 차단되어, 광 이미지센서(907)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도 10은 두께를 초슬림형으로 줄이기 위해 광경로를 수직에서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킨 광 도파로 타입의 광 포인팅

장치(1000)를 도시한 것으로서, 외부의 조명(1010)에서 발생한 가시광(1004)은,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하는 광학플

라스틱 재료로 된 커버 플레이트(1003) 및 평볼록렌즈(1006)에 의하여 차단되어, 광 이미지센서(1013)에 영향을 줄 수 없

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휴대단말기에 사용되는 광 포인팅 장치는 상부를 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형태의

조명에 의해 광 이미지 센서가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본 발명은, 적외선 영역만을 투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밴드패스 필터(Bandpass Filter) 개념의 렌즈 모듈을 광 포인

팅 장치에 적용하여, 외부 조명에 의한 광 이미지 센서의 오작동을 최소화시킨 것이다.

도 11은, 상기한 광학플라스틱 렌즈 모듈을 이용한 광 포인팅 장치(1101)가 탑재된 개인휴대단말기(1100)의 일례를 도시

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개인휴대단말기(Personal Portable Device)라 함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폰(Smart

Phone), 핸드헬드(Handheld) PC, 핸드폰,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휴대용 전기전자장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

또한, 상기 개인휴대단말기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모듈, 블루투스 모듈(Bluetooth Module), 적외선

통신모듈, 유무선 랜카드 등과 같은 통신 모듈을 구비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함으로써 소정의 연산 능력을 갖춘 단말기를 포함한다.

이상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당

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청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

형 및 수정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 및 이를 구비한 개인휴대단말기에 의하면, 적외선 엘이디 광이

사용자의 눈에 조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거부감 및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외부의 다른 조명이 조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광 이미지센서의 오동작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또한, 휴대폰 등의 소형 휴대기기에 광 포인팅 장치를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 포인팅 장치의 적용범위를

한층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광 마우스를 뒤집은 구조의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조명계에서 조사된 엘이디(LED) 광이 눈으로 비춰지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의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조명계에서 조사된 엘이디 광이 눈으로 비춰지는 것을 나

타내는 도면.

도 3은, 광 마우스를 뒤집은 구조의 광 포인팅 장치에 외부 조명이 조사되어 이미지센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

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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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의 광 포인팅 장치에 외부 조명이 조사되어 이미지센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의 조명계에서 조사된 적외선 엘이디 광이 눈으로 비춰지는 것을 나타

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의 광 포인팅 장치의 조명계에서 조사된 적외선 엘이디 광

이 눈으로 비춰지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광 포인팅 장치의 조명계에서 조사된 적외선 엘이디 광이 눈으로 비춰지는 것을 나타

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의 광 포인팅 장치의 조명계에서 조사된 적외선 엘이디 광

이 눈으로 비춰지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광 마우스를 뒤집은 구조의 광 포인팅 장치에 외부 조명이 조사될 경우, 적외선 파장 대역 이외의 광을 차단하는 광

학플라스틱으로 외부조명을 차단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광 도파로 평볼록렌즈 타입의 광 포인팅 장치에 외부 조명이 조사될 경우, 적외선 파장 대역 이외의 광을 차단하

는 광학플라스틱으로 외부조명을 차단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적외선 파장 대역만을 투과하는 광 포인팅 장치를 적용한 휴대폰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0, 600: 광 포인팅 장치 501, 601: 적외선 엘이디(LED)

502, 602: 조명계 503, 603: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

505: 결상계렌즈 506, 608: 스탑(Stop)

509: 경통 507, 613: 이미지센서(Image Sensor)

508, 614: 인쇄회로기판 510, 610: 눈

605, 611: 반사면 606: 평볼록렌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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