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63458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B64D 47/04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63458

2003년07월28일

(21) 출원번호 10-2003-7008450

(22) 출원일자 2003년06월20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6월20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1/4729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49915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1년12월04일 (87) 국제공개일자 2002년06월27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일본, 대한민국, 캐나다,

EP 유럽특허: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사이프러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프

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터어키,

(30) 우선권주장 60/257,184

09/932,342

2000년12월20일

2001년08월17일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허니웰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뉴저지 모리스타운 콜롬비아로드 101

(72) 발명자 보남에이취.

미국,오하이오45342,미아미스버그,발큐써클엔.10636

마치니콜로에프.

미국,오하이오43078,얼바나,스테이트루트2963889

(74) 대리인 손원

심사청구 : 없음

(54) 이중 모드의 가시광선및 적외광선 라이트 헤드

요약

본 발명은 착륙 라이트 헤드 또는 써치 라이트 헤드로 사용되기 위한 이중 모드의 가시광선 및 적외광선 라이트 헤드(

100)에 관한 것이다. 본 이중모드의 라이트 헤드는 모듈 구조를 갖추며,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200)과, 적외광

선 다이오드(302)들을 하우징(102)의 후방 섹터(128)에 장착하고 있다. 가시광선 또는 적외광선은 하우징(102)의 전

방 섹터(122)로부터 방출된다. 렌즈(308)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에 장착되고, 밀봉되어 라이트 헤드(100)

의 내측을 요소들로 부터 보호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착륙 라이트 헤드, 써치 라이트 헤드, 이중 모드, 가시광선, 적외광선 라이트 헤드, 적외광선 다이오드, 모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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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0001] 본 출원은 2000.12.20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257,184호의 이중 모드의 가시광선 및 적외광선 라이

트 헤드(lighthead)의 이익을 주장한다.

배경기술

[0002] 본 발명은 이중 모드의 가시광선및 적외광선 라이트 헤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히는, 본 발명은 항공기의

착륙 라이트 헤드및 서치 라이트 헤드로 사용되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차량들과 함께 사용가능한 이중 모드의 가시

광선및 적외광선 라이트 헤드에 관한 것이다.

[0003]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착륙 라이트 헤드들을 장착하고 있어서 이동, 이륙 및 착륙시에 조명을 제공하도록 되

어 있으며, 이때 가시능력은 어둠 또는 악천후등에 의해서 저하된다. 착륙 라이트 헤드들은 항공기상의 고정위치에 

장착될 수 있으며; 다르게는, 구동수단에 의해서 피봇가능하도록 장착되어, 필요한 경우 항공기로 부터 연장될 수 있

고,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끌리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장 장착되어질 수 있다.

써치 라이트 헤드들은 착륙 라이트 헤드와 유사하게 구동 수단에 의해서 피봇가능하지만, 연장-축소 평면에 수직한 

평면내에서 360°회전가능한 부가적인 능 력을 포함한다. 군사용및 법 집행용 헬리콥터들은 통상적으로 써치 라이트

헤드를 사용하여 광선을 겨누어서 원하는 방향에서 목표물들을 조명하도록 하고 있다.

[0004] 잠복작전을 위한 적외광선 방식의 야간 시계 화상시스템('NVIS')의 출현으로, 착륙 라이트 헤드와 써치 라이

트 헤드들은 가시광선을 조명하지 않는 동안 선택된 착륙및 써치 영역을 조명하기 위한 적외광선을 생성시킴으로써 

NVIS와 호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적외광선 필터들을 사용한 초기의 NVIS- 호환용 착륙및 써치 라이트 

헤드들은 종래의 가시광선 조명시스템과 중복되어 장착되었다. 초기의 NVIS- 호환용 조명시스템들의 문제점들은 항

공기 승무원들이 작전도중에 가시광선 모드로 부터 NVIS 모드로의 절환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그 이유는 항공기가 

착륙된 동안에 적외 광선 필터들이 장착되거나 제거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들은 Snyder,et

al.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5,695,272호 에서와 같이, 가시광선및 적외 광선 조명요소들 모두를 구비한 종래의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들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이중모드의 라이트 헤드들은 항공기 승무원들이 단지 필요에 따라서 이

중모드의 적외광선부 또는 가시광선부 중의 어느 하나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가시광선 조명모드와 적외광선 조명모

드사이의 절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0005] 종래의 이중모드의 라이트 헤드들은 초기의 수동 장착용 필터들의 방식보다 현저히 우수한 잇점을 제공하였

지만, 몇가지 문제점들도 갖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고장난 램프들의 교체는 분리된 렌즈들과 필터 조립체들로 인하여 

귀찮고 어려운 공정이고, 이것은 램프가 교체될 때마다 제거되고, 재밀봉 되어야만 하는 것 이다. 이러한 보수수리는 

종종 반사기에 손상을 주어서 라이트 헤드의 광학 효율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들은 전형적

으로 전용의 적외광선 또는 가시광선의 조명시스템보다 낮은 광선강도를 방출하며, 그 이유는 상기 조명 시스템에 사

용가능한 라이트 헤드의 표면적이 가시광선부와 적외광선부들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들은 적외광선 필터와 결합된 가시광선의 광원을 활용하여 적외광선을 생성하는 것이고, 상기 라

이트 헤드내에서 고온을 생성하여 라이드 헤드 요소, 렌즈 및 밀봉부재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는 보수 유지하기가 편리하고, 보다 높은 강도의 광선 출력을 제공하며, 저온으로 동작하여 라이트

헤드의 부품 수명을 연장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06] 본 발명은 램프를 재 장착하기가 쉽고, 향상된 광선출력을 제공하며, 종래의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에 비교

하여 보다 적은 열을 발생시키는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를 제공한다.

[0007] 특히, 본 발명은 하우징, 바람직하게는 주조 알루미늄 하우징을 갖는 모듈형 구조이다. 상기 하우징은 라이트

헤드의 뒷부분으로 부터 라이트 헤드 요소들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반사기가 그 광학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오염물, 오일 또는 지문등의 오염으로 부터 회피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라이트 헤드 요소들을 후방으로

부터 장착하는 것은 보수 유지시간도 감소시키며, 그 이유는 전방 렌즈가 제거되지 않고 재 밀봉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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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종래의 전방 장착식 할로겐 램프의 교체는 램프의 유리 포위체를 쥐고서 그것을 소켓에 장착하는 것이다. 오

염물, 오일 및 지문등이 상기 램프의 유리 포위체상에 존재하여 램프의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유지 작

업자들은 램프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 장갑이나 그밖의 보호 재료들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가시광선의 광원을 활용하되, 보수 유지 작업자가 라이트 헤드의 후방으로 부터 유리 포위체를 접촉하거나 오염시키

지 않으면서 램프를 취급하여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베이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램프 베이스는 가시광선의 광

원이 공구의 필요없이 쉽게 장착되거나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0009] 그리고, 본 발명은 종래의 라이트 헤드에서 사용되는 필터된 가시광선용 광원에 비해서 고강도의 적외광선 

다이오드들을 사용한다. 고강도의 적외광선 다이오드들은 증대된 적외광선의 방출을 제공하고, 동시에 고효율과, 감

소된 동력 소모및, 긴 수명과, 감소된 열발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강도의 적외광선 다이오드들은 모듈화된 구조로 인

하여 보다 빠르고, 간단한 교체를 용이하게 한다.

[0010] 본 발명은 전방, 후방, 상부및, 하부 섹터들을 갖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섹터들중의 하나에 연결되어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이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에 연결하는 장착점; 상기 하우징의 내측에 장착된 광반사 수단, 상

기 수단은 하우징의 전방 섹터로 부터 광을 반사하기 위해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고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 상

기 다이오드는 상기 하우징내에 그 후방 섹터로 부터 장착되고, 하우징의 전방 섹터로 부터 적외광선을 방출하도록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 상기 가시광선 광원은 상기 하우징내에 그 후방 섹터로 부 터 장착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이 반사기를 통하여 돌출하고, 상기 하우징의 전방 섹터로 부터 광선을 방출하는 것임; 그리고, 상

기 하우징의 전방 섹터에 고정되어 그것을 통하여 방출 가시광선 및 적외광선중의 하나가 통과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

나의 렌즈;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포함한다.

[0011] 이와 같은 그리고 그 밖의 특징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및 클레임과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2] 도1-a 및 도1-b는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dual mode lighthead)의 후면도와 커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2는 가시광선 광원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3은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dual mode lighthead)의 정면도이다.

도 4는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dual mode lighthead)의 전기적 개요도이다.

실시예

[0013]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100)의 뒷면은 도 1에서 보여진다.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100)는 후방 섹터(128), 상

부 섹터(124), 하부 섹터(126)를 가지는 하우징(102)을 구비한다. 하우징(102)은 도 3에서 보여지고 이하 설명될 전

방 섹터(122)를 또한 구비한다. 하우징(102)은 주조(cast) 또는 기계가공된 재료, 바람직하게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며

, 선택적으로는 광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의 분산을 돕기 위해서 다수의 쿨링 핀(104)들을 구비할 수도 있다. 하우징

(102)은 라이트 헤드(100)의 가시광선 부분에 대한 광학적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형태의 파라볼 라 반사기 공동들(

parabolic reflector cavities)(106)을 더 구비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상기 가시 광선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

로 부터 방사된다. 램프 리테이너(retainer) 슬롯들 (130)은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될 상기 가시 광선 광원 (200)

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반사기 공동들(106)안으로 주조 또는 기계가공된다. 공동들(106)은 가시광선 광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운반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다수의 열-싱크 립들(heat-sink ribs)(108)을 또한 구비할 수도 

있다. 개구들(openings)(110)은 적외광선 광원을 수용하고, 그리고 상기 개구들(112)은 라이트 헤드(100)의 가시광

선 광원들을 수용한다. 장착점(114)은 하우징(102)의 하부 섹터(126)에 고정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항공기 구조물

에, 또는 선택적으로 착륙등 또는 탐조등의 선회축 수단들에 라이트 헤드(100)가 용이하게 장착되도록 한다. 후방 커

버(116)는 요소들로 부터 라이트 헤드(100)의 내부를 보호하고, 소켓들(120)에 다수의 스크류들(118)로서 고정된다.

[0014]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도 2에서 보여진다. 백열 램프(202)는, 바람직하게는 할로겐, 램프베이스(204)에

고정된다. 상기 램프 베이스(204)는 가시광선 광원(200)을 램프(202)를 오염시키지 않고 취급하기에 좋은 표면을 제

공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테이닝 스프링들(206)은 리벳들(rivets)(208)과 같은 종래의 수단에 의해서 램프 베이

스(204)에 부착된다. 상기 램프 리드(210)는 램프(202)에 전원 연결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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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상기 라이트 헤드(100)의 전방 섹터는 도 3에서 보여진다. 도 1,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바람직하게는 고 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diodes)인 적외광선 광원(302)은 하우징(102)의 후방 섹터(128)로 부터 전방 섹터(122)를 향하

여 마주보도록 개구들(110)안으로 설치된다. 바람직하게는 할로겐 램프인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하우징(102)의

후방 섹터(128)로 부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를 향하여 마주보도록 개구들(112)안으로 설치된다. 각각의 가

시광선 광원(200)은 하우징(102)의 개구들(112)를 통하여 압력이 가해질때, 리테이닝 스프링(206)은 펼쳐지고, 그리

고나서 램프 리테이너 슬롯들(130)안으로 탄력적으로 결합하여, 단단하게 그 위치에서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을 

고정한다. 상기 주조 알루미늄 반사기들(306)은 가시광선 광원(200)으로부터 발광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동들(106)

안으로 설치된다. 상기 렌즈들(308)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안으로 설치되고 요소들로 부터 라이트 헤드(10

0)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봉인된다. 상기 장착점(114)은 하우징(102)의 하부 섹터(126)에 고정되고, 직접적으로 

항공기 구조물에, 또는 선택적으로 착륙등 또는 탐조등의 선회축 메카니즘에 라이트 헤드(100)의 장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0016] 도 4에서 보여지듯이,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의 전력은 동력 입력라인(416, 418)에 의해서 공급된다. 전력은 

스위치(402)에 의해서 제어되고, 이는 제어 회로(400)의 논리 회로(410)에서 논리라인(420, 422)을 경유하여 논리적

전기 입력 신호를 제공한다. 논리 회로(410)가 상기 '가시' 논리 라인(420)상에 전압의 존재를 탐지한다면, 전기 스위

치(412)는 동력 금속 산화 반도체 자장효과 변환기(MOSFET)와 같이 작동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이 가시광

선을 방사하도록 한다. 만일 논리 회로(410)가 상기 'NVIS' 논리 라인(422)상에 전압의 존재를 탐지한다면, 상기 구동

제어기(414)는 구동기(408)를 작동한다. 상기 구동기(408)는 전류 제한기와 같이, 전류의 제어된 양을 적외광선 광

원(302)에 공급하며, 적외광선 광원(302)이 적외광선을 방사하도록 한다. 상기 논리 회로(410)는 논리 라인(420, 42

2) 중 하나에서 전압이 탐지되지 않을 때, 가시광선 광원(200)과 상기 적외광선 광원(302)에서 모두 작동을 멈춘다. 

상기 논리 회로(410)는 두 논리 라인(420, 422)상에서 전압이 모두 존재하는 것 같이, 비 논리 상태가 존재한다면 가

시광선 광원(200)과 적외광선 광원(302)에서 또한 모두 작동을 멈춘다.

상기 고-전압 방어 필터(404)는 항공기와 제어 회로(400)사이에 전기적 노이즈(noise)를 격리시킨다. 상기 동력원(4

06)은 전압 조정기와 같이, 항공기로 부터 제어 회로(400)에서 부품에 대해 적합한 전압 레벨까지의 동력을 조절한다

.

[0017] 작동중에 상기 이중 모드 라이트 헤드는 고정식 또는 인입식 착륙등 메커니즘 또는 탐지등 메카니즘에 장착

된다. 조종석에 위치한 제어 스위치(402)는 전형적으로 'off' 위치에서 상기 가시 램프들(200)과 상기 적외광선 광원

들(302) 모두로 부터 전력이 제거되도록 한다. 작업자가 제어 스위치(402)를 '가시' 위치에 놓을 때, 전기 스위치(412

)는 작동되고, 동력이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에 공급되며, 그것으로 하여금 밝은 가시 광을 방사하도록 한다. 만일, 

작업자가 'NVIS' 위치에 스위치(402)를 위치시킨다면, 구동기(408)가 동작되어 적외광선 광원(302)을 작동시켜 잠복

작전시에 탐지, 목표조사 및 착륙이 용이하도록 적외광선을 방사한다.

[0018] 상기에서 본 발명이 특정 적용에 의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명세서상에 서 보여지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항공기의 용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본 발명은 자동차, 해운, 및 철도를 포함하는 교통 차량의 모든 타입들 

뿐만 아니라, 손 파지식(hand-held) 및 고정 장착식등으로 어디에나 즉시 적용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항공기의 착륙 라이트 헤드및 서치 라이트 헤드로 사용되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차량들에 사용가능한 이

중 모드의 가시광선및 적외광선 라이트 헤드(Lighthead)에 관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방(122), 후방(128), 상부(124)및, 하부(126) 섹터들을 갖는 하우징(102);

상기 하우징(102)의 섹터(122,124,126,128)들중의 하나에 연결되어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이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에 연결하는 장착점(114);

상기 하우징(102)의 내측에 장착된 광반사 수단(306), 상기 수단(306)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광을

반사하기 위해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고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302), 상기 다이오드(302)는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로 

부터 장착되고,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적외광선을 방출하도록 위치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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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200),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로 부터 장

착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이 반사기(306)를 통하여 돌출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광

선을 방출하는 것임;그리고,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에 고정되어 그것을 통하여 방출 가시광선 및 적외광선중의 하나가 통과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의 렌즈(308);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및 적외광선 다이오드(302)에 의해서 생성된 열을 이송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108)을 추가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시광선용 광원(200)과 상기 적외광선 다이오드(302)에 인가되는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

(400)을 추가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400)은 상기 하우징(102) 내측에 위치된 것및 상기 하우징(102) 구조체로 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된 것중의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헤드의 후방 섹터(128)에 장착된 탈착가능한 커버(116)를 추가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시광선용 광원(200)은 이를 오염시키지 않고 또는 광을 반사시키는 수단(306)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가시광선용 광원(200)을 취급하고 설치하기 위한 수단(204)을 추가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모

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7.
전방(122), 후방(128), 상부(124)및, 하부(126) 섹터들을 갖는 하우징(102);

상기 하우징(102)의 섹터(122,124,126,128)들 중의 하나에 연결되어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이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에 연결하는 장착점(114);

상기 하우징(102)의 내측에 장착된 광반사 수단(306), 상기 수단(306)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광을

반사하기 위해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고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302), 상기 다이오드(302)는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로 

부터 장착되고,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적외광선을 방출하도록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200),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로 부터 장

착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이 반사기(306)를 통하여 돌출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광

선을 방출하는 것임;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에 고정되어 그것을 통하여 방출 가시광선 및 적외 광선중의 하나가 통과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의 렌즈(308);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및 적외광선 다이오드(302)에 의해서 생성된 열을 이송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108); 그리

고

상기 가시광선용 광원(200)과 상기 적외광선 다이오드(302)로 인가되는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400);을 포함하

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8.
전방(122), 후방(128), 상부(124)및, 하부(126) 섹터들을 갖는 하우징(102);

상기 하우징(102)의 섹터(122,124,126,128)들중의 하나에 연결되어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이를 위치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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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에 연결하는 장착점(114);

상기 하우징(102)의 내측에 장착된 광반사 수단(306), 상기 수단(306)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광을

반사하기 위해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고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302), 상기 다이오드(302)는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로 

부터 장착되고,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적외광선을 방출하도록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200), 여기서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이를 오염시키지 않고 또는 광을 반사시키는 

수단(306)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을 취급하고 설치하기 위한 수단(204)을 포함하고,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로 부터 장착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이 반사기

(306)를 통하여 돌출하며, 상기 하우징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광선을 방출하는 것임;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에 고정되어 그것을 통하여 방출 가시광선 및 적외광선 중의 하나가 통과하도록 

하는 적어도 하나의 렌즈(308);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및 적외광선 다이오드(302)에 의해서 생성된 열을 이송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108);

상기 가시광선용 광원(200)과 상기 적외광선 다이오드(302)로 인가되는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400), 여기서 상

기 제어수단(400)은 상기 하우징(102) 내측에 위치된 것 및 상기 하우징(102) 구조체로 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된 것

중의 하나임; 그리고,

상기 라이트 헤드의 후방 섹터(128)에 장착된 탈착가능한 커버(116);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

청구항 9.
전방(122), 후방(128), 상부(124)및, 하부(126) 섹터들을 갖는 하우징(102)을 제공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섹터(122,124,126,128)들 중의 하나에 연결되어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이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에 연결하는 장착점(114)을 갖는 하우징(102)을 제공하며;

광반사 수단(306)을 상기 하우징(102)의 내측에 위치시키고, 상기 수단(306)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

터 광을 반사하기 위해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고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302)를 제공하며, 상기 다이오드(302)는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

터(128)로 부터 장착되고,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적외광선을 방출하도록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200)을 제공하고,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

)로 부터 장착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이 반사기(306)를 통하여 돌출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

로 부터 광선을 방출하는 것임;그리고,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에 적어도 하나의 렌즈(308)를 위치시켜 그것을 통하여 방출 가시광선 및 적외광

선중의 하나가 통과하도록 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의 제공 공정.

청구항 10.
전방(122), 후방(128), 상부(124)및, 하부(126) 섹터들을 갖는 하우징(102)을 제공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섹터(122,124,126,128)들 중의 하나에 연결되어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이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에 연결하는 장착점(114)을 갖는 하우징(102)을 제공하며;

광반사 수단(306)을 상기 하우징(102)의 내측에 위치시키고, 상기 수단(306)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

터 광을 반사하기 위해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고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302)를 제공하며, 상기 다이오드(302)는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

터(128)로 부터 장착되고,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적외광선을 방출하도록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200)을 제공하고,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

)로 부터 장착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이 반사기(306)를 통하여 돌출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

로 부터 광선을 방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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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에 적어도 하나의 렌즈(308)를 위치시켜 그것을 통하여 방출 가시광선 및 적외광

선중의 하나가 통과하도록 하며;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및 적외광선 다이오드(302)에 의해서 생성된 열을 이송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108)을 제

공하고; 그리고

상기 가시광선용 광원(200)과 상기 적외광선 다이오드(302)로 인가되는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400)을 제공하

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의 제공 공정.

청구항 11.
전방(122), 후방(128), 상부(124)및, 하부(126) 섹터들을 갖는 하우징(102)을 제공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섹터(122,124,126,128)들 중의 하나에 연결되어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를, 이를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에 연결하는 장착점(114)을 갖는 하우징(102)을 제공하며;

광반사 수단(306)을 상기 하우징(102)의 내측에 위치시키고, 상기 수단(306)은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

터 광을 반사하기 위해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고강도 적외광선 다이오드(302)를 제공하며, 상기 다이오드(302)는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

터(128)로 부터 장착되고,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적외광선을 방출하도록 위치된 것임;

적어도 하나의 가시광선 광원(200)을 제공하고, 여기서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이를 오염시키지 않고 또는 광을 

반사시키는 수단(306)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을 취급하고 설치하기 위한 수단(204)을 포

함하고,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은 상기 하우징(102)내에 그 후방 섹터(128)로 부터 장착되어 상기 가시광선 광원(2

00)이 반사기(306)를 통하여 돌출하고,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로 부터 광선을 방출하는 것임;

상기 하우징(102)의 전방 섹터(122)에 적어도 하나의 렌즈(308)를 위치시켜 그것을 통하여 방출 가시광선 및 적외광

선중의 하나가 통과하도록 하며;

상기 가시광선 광원(200)및 적외광선 다이오드(302)에 의해서 생성된 열을 이송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108)을 제

공하고;

상기 가시광선용 광원(200)과 상기 적외광선 다이오드(302)로 인가되는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400)을 제공하

며, 여기서 상기 제어수단(400)은 상기 하우징(102) 내측에 위치된 것 및 상기 하우징(102) 구조체로 부터 멀리 떨어

져 위치된 것중의 하나임; 그리고,

상기 하우징(102)의 후방 섹터에 탈착가능한 커버(116)를 제공하는 단계들을 포함하는 이중 모드의 라이트 헤드의 

제공 공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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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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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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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
	도면3
	도면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