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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토로보조정 줌타입카메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줌렌즈를  구비한  렌즈셔터식  카메라의  제1실시예에  대한  개략적인 
사시도.

제  2  도는  제  1  도의  본  발명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렌즈경통블럭,  발광기,  수과기,  및  줌작동 모터
와 함께 거리측정장치의 일부를 형성하는 매크로 보정광학부재의 정면도.

제 3 도는 제 2 도의 장치의 평면도.

제 4 도는 제 2 도의 Ⅳ-Ⅳ선에 따른 단면도.

제 5 도는 제 2 도의 Ⅴ-Ⅴ선에 따른 제 2 도의 장치의 단면도.

제 6 도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렌즈경통블럭과 2개의 촬영광학렌즈의 종단면도.

제  7  도는  제  1  도의  카메라의  촬영광학시스템의  전방  및  후방  렌즈군들을  둘러싸도록  사용된 평평
한 카메라의 캠홈들의 전개도.

제 8 도는 제 1 도의 카메라에 사용된 렌즈경통블럭의 분해사시도.

제  9  도는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  카메라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한 광학배열을 도시하고 있
는 단면도.

제  10  도는 제  9  도의 시스템의 프리즘,  프레임(즉,  마스크(mask))  및  하나의 수광기 렌즈의 확대평
면도.

제 11 도는 제 10 도의 조립체를 도시하고 있는 정면도.

제 12 도는 제 1 도의 카메라의 2개의 렌즈군의 줌렌즈에 사용된 광학배열의 단면도.

제 13 도는 제 1 도의 카메라에 사용된 거리측정장치의 발광기와 수광기를 도시하고 있는 개략도.

제  14  도는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  피사체거리측정시스템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한 시스템
의 광학배열의 단면도.

제 15a 도 내지 제 17a 도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인더광학시스템의 제1실시예의 수직단면도.

제 16a 도는 카메라가 협시야, 대배율 모드에 있을 때의 제 15a 도의 조립체의 평면도.

제 17a 도는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서 협시야 대배율위치에 있을 때의 제 15 도의 조립체의 
평면도.

제 15b  도,  제 16b  도 및 제 17b  도는 제 15a  도,  제 16a  도 및 제 17a  도의 각각의 광학시스템의 
수차들을 각각 도시하고 있는 도면.

제 18a 도 내지 제 20b 도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인더광학시스템의 제2실시예의 수직단면도.

제 18a 도는 카메라가 광시야 소배율 모드에 있을 때의 광학시스템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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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a 도는 카메라가 협시야 대배율 모드에 있을 때의 광학시스템의 평면도.

제 20a 도는 카메라가 협시야 대배율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의 광학시스템의 평면도.

제 18b 도, 제 19b  도 및 제 20b  도는 제 18a  도, 제 19a  도 및 제 20a  도의 각각의 위치에 있을때
의 파인더광학 시스템에 대한 수차들을 각각 도시하고 있는 도면.

제 21 도는 본 발명의 파인더블럭부분과 스트로보발광조립체에 부착될 수 있는 캠판의 평면도.

제 22 도는 제 21 도의 XXII-XXII선에 따른 단면도.

제 23 도는 제 21 도의 캡판의 저면도.

제 24 도는 캠판이 제거된 상태의 제 21 도의 장치의 평면도.

제 25 도는 제 21 도의 ⅩⅩⅤ-ⅩⅩⅤ선에 따른 단면도.

제 26 도는 제1위치에서의 파인더판을 도시하고 있는 제 25 도의 ⅩⅩⅥ-ⅩⅩⅥ선에 따른 단면도.

제  27  도는 제2작동 위치에서의 파인더판을 도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26  도의 그것과 유사
한 단면도.

제 28 도는 편의상 굴절프리즘 작동판이 제거된 제 26 도의 도면과 유사한 단면도.

제 29 도는 굴절프리즘 작동판이 삽입되어 있는 위치에서 도시된 제 25 도의 장치의 정면도.

제 30 도는 제 29 도의 ⅩⅩⅩ-ⅩⅩⅩ선에 따른 단면도.

제 31  도  및  제  32  도는 중앙 렌즈 프레임 개구부가 개방된 개방위치에 있을 때,  광축에 수직한 평
면에 따른 광학배리어장치의 제1실시예의 단면도.

제  32  도는  폐쇄위치에  있을  때,  광학  배리어장치를  도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31  도의 그
것과 유사한 단면도.

제  33  도는  제  31  도에  도시된  광학  배리어장치의  제1실시예의  것과  유사한,  본  발명에  따른  광학 
배리어장치의 제1실시예의 단면도.

제  34  도는  제  32  도에  실시예의  도면과  유사한,  폐쇄위치에서의  제  33  도의  광학  배리어장치의 단
면도.

제 35 도는 렌즈경통블럭에 인접하여 위치되어 있는 차광장치의 분해사시도.

제 36 도는 차광링의 사시도.

제 37 도는 제 36 도의 ⅩⅩⅩⅦ-ⅩⅩⅩⅦ선에 따른 단면도.

제 38 도는 제 37 도의 도면과 유사한, 본 발명에 따른 차광링의 제2실시예의 단면도.

제  39  도는  캠링이  부분절단된  채로의  가요성  프린트회로기판(FPC)  안내장치의  하나의  실시예의 분
해사시도.

제 40 도는 제 39 도의 FPC기판 안내부재의 사시도.

제  41  도는  캠링과  전방렌즈군  프레임과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대하여  FPC기판  안내판의 
기계적 배열의 단면도.

제 42 도는 신장시(이점쇄선)와 변형시(실선)를 도시하고 있는 FPC기판의 측면도.

제 43 도는 FPC기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광장치의 측면도.

제  44  도는  코드판의  렌즈와  캠홈들이  평평한  캠링상에  도시된  채로,  코드판상의 도전랜드(land)들
과 캠(링과 판) 홈들 사이의 기능관계를 도시하고 있는, 코드판의 전개 또는 개략도.

제  45  도는  코드판상에  위치되어  있는  고정위치들과  제44도의  코드상의  줌코드를  도시하고  있는 도
표.

제 46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카메라의 조작스위치들의 정면도.

제 47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카메라의 줌렌즈 조작스위치를 도시하고 있는 배면도.

제 48 도는 제 46 도 및 제 47 도의 카메라의 부가적인 조작스위치들을 도시하고 있는 평면도.

제 49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드전환스위치를 제1, 비작동위치로 도시하고 있는 개략단면도.

제 50 도는 제2, 작동위치로 도시되어 있는 모드전환스위치와 매크로버튼의 단면도.

제 51 도는 본 발명의 카메라의 망원-광각 선택스위치의 개략도.

제 52 도는 복수개의 브라이트프레임을 구비하고 있는 파인더광학시스템렌즈의 정면도.

제 53a 도는 본 발명의 파인더광학시스템에 사용된 이중쐐기형상 프리즘의 사시도.

제 53b 도는 제 53a 도의 프리즘의 평면도.

제 53c 도는 제 53a 도의 프리즘의 우측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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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의 배경]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렌즈셔터식(lens  shutter  type)의  자동초점카메라에  관한  것이며,  보다  더 상
세히는  줌렌즈시스템이  촬영광학시스템으로서  사용되고,  파인더광학시스템  및 전자플래시장치(스트
로보)가  줌렌즈시스템의  줌조작과  관련되어  작동되는  줌렌즈식  카메라에  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
면, 파인더광학시스템과 스트로보는 렌즈의 줌작용과 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본  출원은  같은  일자로  출원되고  같이  양도된  "렌즈셔터식  카메라용  줌렌즈  구동시스템"이라는 명칭
의 1988년 1월 7일자 출원된 출원번호 제143,946호와 관련된다.

2.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종래의  렌즈셔터식(즉,  렌즈사이에  셔터가  있는)  자동초점카메라에  있어서, 촬영광학시
스템의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렌즈셔터식  자동초점카메라들은,  하나의 렌즈
가  초점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구비되어  촬영광학시스템  안에  선택적으로  삽입될  수  있는 이중초
점  거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2개의  초점거리가  구비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지 
2개의  초점거리,  예를들면  광각  및  망원촬영범위,  또는  예를들면  표준  및  망원촬영범위에  사용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카메라는  이중초점거리의  잇점에도  불구하고,  2개의  극단  초점거리들  사이의  초점거리의 범
위,  또는  광각과  중간망원촬영초점거리와의  사이의  초점거리의  범위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이전에는  줌렌즈를  사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단지  일안리프렉스식(SLR) 카
메라를 사용함으로써만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일안  리프렉스식  카메라는  렌즈셔터식  카메라보다  훨씬  비싸고  무겁기  때문에,  카메라 사용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일안  리프렉스식  카메라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러한  일안  리프렉스식  카메라는  무겁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로  찍은 고품
질  사진들의  진가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휴대한  짐의  무게와  양을  줄이기  원하는  여행자들과 여성들
을 그러한 일안 리프렉스식 카메라의 사용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비교적  부피가  크고  무거운  일안  리프렉스식  카메라의  사용을 망설
이는  사용자들은  단지  2개의  선택만을  가지고  있다:  즉,  (a)  지금까지  촬영광학시스템의  초점거리를 
제어할  수  없었던  비교적  작고,  가벼운  렌즈셔터식  자동카메라를  선택하거나  (b)  단지  2개의 초점거
리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초점거리식 자동초점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하나의  주된  목적은  초점조절제어와  전자플래시  또는 스트로보
제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줌렌즈를  구비한  작고  가벼우며,  콤팩트한  렌즈셔터식 카메라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매우  크고,  상세한  상을  촬영할  수  있는  부가적인  메크로(macro)(즉, 
클로즈업)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파인더광학시스템과  전자플래시장치가  정상  작동시(예를들면, 
광각,  망원  또는  표준작동시)에는  물론  매크로  모드에서  줌렌즈의  줌작동에  따라  조정되도록  된 렌
즈셔터식 자동초점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동가능한  매크로  보정광학부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부재
는  정상  촬영방식의  광학  기선길이(base  length)를  정상  촬영방식의  기선길이보다  연장시켜서, 피사
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위치검치센서상의  실질적으로  똑같은  영역으로  하여금  빛을  받을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거리측정장치 또는 레인지 파인더(range finder)에 사용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매크로  모드에서  시차(parallax)를  최소로  한  시야를 가지
고 있는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은  카메라가  매크로  촬영모드에  있을  때  시야를  촬영광학시스템의 축
을  향해서  우하방으로  굴절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이동가능한  프리즘(prism)을 파인더광학시스템
의 경로안에 제공함으로써 렌즈셔터식 카메라의 시차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본  발명의  목적은  스트로보램프를  줌렌즈의  동작에  따라  광축을  따라서  이동시키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광학쐐기(wedge)가  선택적으로  삽입되어  발광기와  거리측정장치를 
구비한  수광기사이의  광학기선길이를  연장시키는  자동초점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사용되는 거리측정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단지  하나의  렌즈만을  동작시키는 파인더광학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촬영광학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광선을  최소화시키는  차광장치를  구비한 
렌즈셔터식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본  발명의  목적은  조사각(illumination  angle)이  가동  줌렌즈조립체의  위치에 따
라 변화하는 스트로보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렌즈셔터식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하나의  목적은  가요성  프린트회로기판(FPC)이  동작상태에서  캠링과  줌렌즈의 일측
면을  따라  안내되고,  가요성  프린트회로기판으로부터  촬영광학조립체  안으로의  내부  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렌즈셔터식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개시]

49-4

94-0010590



본  발명은  피사체  거리측정장치,  거리측정장치에  의하여  검지되는  피사체거리의  측정량에  응답하여 
구동되는  촬영광학시스템,  촬영광학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파인더광학시스템,  그리고 스트로
보를 구비하고 있는 렌즈셔터식 카메라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촬영광학시스템은  이  광학시스템의  초점거리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줌렌즈
조립체를  구비하고  있다.  파인더광학시스템은  촬영광학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느  시점에서의 
줌렌즈시스템의  특정의  초점거리에  따라,  파인더렌즈조립체의  시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배율 파
인더광학렌즈조립체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줌렌즈시스템과  가변배율  파인더광학시스템은  단일 줌
작동모터(single zooming motor)에 의하여 구동된다.

그러한  구성을  사용하면,  줌조작과  셔텨  릴리즈  조작만이  수동으로  이루어져서,  결과로서  고품질의 
콤팩트한 작동카메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렌즈셔텨식  카메라는  스토로보장치와  결합하는  한에  있어서는  일안 리프렉스
식  카메라와  가능상  동등하거나  더  우수하여  이로써  고도로  체계화되고,  사용  및  취급이  용이한 자
동초점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다.

스트로보장치는  예를들어,  조사각이  고정되는  형식일  수  있지만,  줌렌즈시스템의  가변초점거리에 따
라서, 또는 그것에 응답하여 조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조사각 스트로보장치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라서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로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줌렌즈  시스템은  초점거리의 하나
의 극단범위를 넘어서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방향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이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파인더광학시스템이  시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광학부재를  포함하는  가변배율 
파인더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것인데,  광학부재는  줌렌즈시스템의  특정한  초점거리에  따라서  또는 
그것에 응답하여 시야를 변화시킨다.

파인더시스템은  카메라의  매크로  모드시에  시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을  향하여 
파인더광축을 굴절시킬 수 있는 광학부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서,  스트로보장치는  줌렌즈시스템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줌
렌즈(촬영렌즈)  시스템을  매크로  모드로  이동  또는  전환시키는  것에  관련하여  또는  그것에  응답하여 
스트로보 조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조사각 스트로보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의  피사체  거리측정장치는  종래의  삼각측량원리에  의하여  피사체거리를  검지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경우라도  피사체거리의  정확한  검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
다.  이  거리측정장치는  줌렌즈시스템을  매크로  모드로  이동  또는  전환시키는  것에  응답하여 측정장
치의  기선길이를  광학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하여  거리측정광선을  굴절시킬  수  있는  광학부재를 포함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첫  번째  특징으로,  렌즈셔터식  자동초점카메라는  광각단  위치와  망원단  위치와의 사이에
서  연속적으로  이동가능한  줌렌즈를  구비하고  있다.  렌즈는  망원단  위치의  범위를  넘어서  매크로 또
는  클로즈업  촬영위치로  이동가능하다.  그리고  광각단  위치의  범위를  넘어서  촬영렌즈가  완전히 접
혀지고  렌즈배리어(barrier)들이  렌즈배리어  블록의  개구부에  근접하게  되는  근접위치로 이동가능하
다.  카메라의  파인더  시야와  스트로보  조사각은  피사체가  매크로  모드로  근접거리에서  촬영될 때에
는  물론이고,  렌즈의  줌작동에  따라  변화한다.  초점조절은  매크로  모드시와  줌렌즈의  임의의 범위에
서도  자동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광학쐐기는  자동초점조절시스템을  형성하는  거리측정장치의 광로
를  따라  위치가  설정되도록  되어  있다.  프리즘은  매크로  모드에서  시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파인더광
학시스템의  광로속으로  피봇선회되도록  되어  있다.  캠판은  단일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고,  또한 캠링
을  통하여  줌렌즈를  구동하도록  제공되어  있다.  캠판은  줌렌즈의  줌작동에  따라  파인더광학시스템과 
스트로보 발광조립체를 구동시키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본  발명은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줌렌즈를  구비하고  있는  렌즈셔터식  카메라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서,  카메라는  파인더광학시스템과  파인더를  통한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렌
즈의 줌동작에 따라 파인더를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본  발명은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줌렌즈,  가변조사각을  가진 가동스트로보발광
조립체,  그리고  줌렌즈의  줌동작에  따라  스트로보조립체를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렌즈셔터식 카메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네  번째  특징으로,  렌즈셔터식  카메라는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줌렌즈,  클로즈업  또는 
매크로  촬영을  위하여  망원단위치의  범위를  넘어서  줌렌즈를  구동시키기  위한  장치는  물론, 광각단
위치와 망원단위치와의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줌렌즈를 구동시키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카메라는  카메라의  필름면으로부터  피사체의  거리를  삼각  측량에  의하여  측정하는  파사체 거리측정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자동초점조절기구를 포함하고 있다.

거리측정장치는  카메라가  클로즈업  모드에  지정되어  있을  때  피사체거리측정장치의  기선길이를 연장
하기 위하여 발광기와 수광기와의 사이의 경로에서 이동가능한 광학쐐기를 구비하고 있다.

촬영광학조립체를  수납하는  회전가능한  캠링은  줌렌즈에  부착되어  있고,  회전가능한  기어(gear)는 
캠링의  근방에  위치가  정해져  있다.  캠링은  광학부재의  하단을  맞물리게  하며,  거리측정장치의 수광
기의  앞에서  광학부재를  이  광학부재에  부착된  스프링의  가압력에  반하여  피봇시키도록  된  오목부와 
인접돌출부를 포함한다.

파인더광학시스템  및  스트로보조립체를  무수한  위치에  걸친  렌즈의  연속이동에  따라  또는  이에 응답
하여  복수의  위치에  위치설정될  수  있다.  이것은  망원단위치와  광각단위치를  포함한  13개의  위치를 
결정하는 코드판을 사용하므로써 달성된다.

49-5

94-0010590



다섯  번째  특징으로,  본  발명은  매크로  위치로  이동가능한  렌즈를  가진  자동초점카메라를  개시한다. 
이  카메라는  카메라내의  필름면으로부터의  피사체의  거리를  결정하는  장치로  구성된 피사체거리측정
장치를  포함한다.  이  카메라는  검지된  피사체거리를  따라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촬영광학시스템
을  또한  포함한다.  이  광학시스템은  망원단위치로  그리고  이  망원단위치를  지나  매크로위치나 클로
즈업위치로  이동가능하다.  피사체거리측정장치는  광학부재와  이  광학부재를  피사체거리측정장치의 
광로에  선택적으로  끼워넣는  장치를  포함한다.  이  광학부재는  가요성  보정플래그(flag)가  부착되는 
프레임  또는  마스크  내에  위치되며  이  플래그는  일단에서  카메라기판에  피봇가능하게  연결되며 보정
광학부재가 위치되는 제2의 자유단을 가지고 있다.

캠링은  회전가능한  기어를  포함하며,  보정플래그를  거리측정장치의  수광부재의  광로로부터  멀어지는 
후퇴위치로  계속  가압하는  스프링의  가압력을  극복하도록  플래그를  피봇선회시키도록  된  오목부와 
인접돌출부를 포함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본  발명은  카메라내에  위치되도록  된  줌렌즈를  제공한다.  이  렌즈는  적어도 제1
렌즈군과,  그리고  광각단위치  및  망원단위치에  줌렌즈의  촬영광학시스템을  위치시키는  장치를 포함
한다.  줌렌즈는  또한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  촬영광학시스템의  클로즈업  초점조절을 제공
하기 위하여 망원단위치를 지난 위치로 제1렌즈군만을 이동시키는 장치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으로,  광각단위치,  망원단위치,  및  이  2개의  극단위치사이에  있는 복
수의  가변배율위치  뿐만  아니라,  망원단위치를  지난  클로즈업위치에  위치될  수  있는  줌작동렌즈를 
가진  카메라가  제공된다.  이  카메라는  발광기와  수광기로  구성된  자동초점조절장치를  포함하며, 수
광기는  매크로위치를  제외한  모든  렌즈위치에  대한  자동초점조절시에  피사체의  위치를  검지하는데 
사용되는  제1영역과,  이  제1영역에  근접하여  카메라의  매크로초점조절시에  피사체의  위치를 검지하
는  장치를  포함하는  제2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2개의  영역은  동일할  수도  있고  중첩될 수
도  있다.  카메라는  광각단위치  및  망원단위치,  이  2개의  위치사이의  복수의  가변배율위치들  뿐만 아
니라,  망원단위치를  지나서  위치된  초점조절위치  사이에서  이동이  가능한  줌렌즈로  구성될  수  있다. 
카메라는  수광기  및  발광기를  포함하는  카메라의  필름면으로부터  피사체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포
함한다.  광학부재는  수광기와  발광기  사이의  광로에  선택적으로  위치될  수  있으며,  모터가 렌즈구동
을  위해  구비되어  있다.  이  모터를  렌즈에  구동연결시키며,  렌즈가  클로즈업위치나  매크로 초점조절
위치로 이동될 때 광학부재를 발광기와 수광기 사이에 위치시키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렌즈셔터식  카메라는  줌기능과  매크로기능을  가진  촬영광학시스템을  포함하며,  정렌즈와  부렌즈로 
구성되어  부굴절율을  가지는  제1렌즈군과,  부렌즈를  포함하는  제2렌즈군과,  정굴절율을  가지는 제3
렌즈군과,  제1렌즈군의  2개의  렌즈  사이의  광로에  선택적으로  끼워지도록  된  프리즘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파인더광학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리즘은  제1렌즈군의  렌즈사이에  위치될  때 파인더
광학시스템의 광학경로를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쪽으로 굴절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으로,  파인더  광학시스템은  매크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촬영광학시스템
을  가진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구비되어  있다.  파인더광학시스템은  촬영광학시스템과는  독립적이며, 
적어도  하나의  렌즈와,  촬영광학시스템  즉  줌렌즈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  파인더광학시스템에 선
택적으로  끼워지는  광학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광학부재는  파인더광학시스템의  광축을 촬영광학시스
템의 광축쪽으로 굴절시킴에 의해 시차를 보정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가동  캠판이  이  카메라에  구비될  수  있으며,  이것은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캠판은  실질적으로 평평
한  주부분과  이  주부분의  후단에  부착되어  아랫쪽으로  뻗어있는  랙과  이  주부분에  있는  복수의 홈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홈들은  비돌출구간과  전방  매크로이송구간과  매크로고정구간을  가진 시차보정
캠홈,  광각구간과  가변배율구간과  망원구간을  가진  스트로보조립체  안내홈  및,  광각구간과 망원구간
과 가변배율구간을 가진 가변렌즈 안내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본  렌즈셔터식  카메라는  이  광학시스템의  초점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동가변
배율렌즈군을  가진  줌렌즈를  포함하는  촬영광학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줌렌즈시스템의  변화하는 초점
거리에  따라  파인더의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한  가변배율렌즈군을  가진  독립된  파인더광학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며,  가변조사각  스트로보조립체는  줌렌즈시스템의  초점거리에  따라  이동가능한  램프를 
구비하고  있다.  모터는  줌렌즈시스템의  가변배율렌즈군을  이동시키기  위해  구비되어  있으며,  단일의 
캠판이  줌렌즈의  이동과  연동하여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캠판이  이동함으로써  캠판의  하나의  홈에 
맞물려  있는  제1종동핀에  의해  파인더  광학시스템이  이동되며,  스트로보조립체는  스트로보조립체에 
부착되고 캠판의 제2홈에 맞물려 있는 핀에 의해 이동된다.

외주,  중앙개구부,  및  이  개구부를  선택적으로  덮는  적어도  하나의  배리어(barrier)판을  가진 렌즈
지지프레임용  렌즈캡개방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이  장치는  프레임의  외주개구부에  위치된 가동부재
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재는  적어도  하나의  배리어판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적어도  하나의 배
리어판으로  개구부를  덮기  위하여  부재를  프레임의  안쪽으로  선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가 구
비되어 있다.

카메라는  구동모터에  의해서  광각단렌즈위치의  후방의  렌즈수납위치(collapsed  lens  position)로 이
동될  수  있는  줌렌즈를  포함한다.  이  렌즈는  중앙  촬영개구부를  가진  외부프레임에  의해  지지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리어판이  중앙개구부를  선택적으로  덮기  위하여  구비되어  있다.  카메라는 렌
즈가  렌즈수납위치로  이동될  때  개구부를  덮기  위해  배리어판을  이동시키며  모든  다른 렌즈위치에서
는 배리어판을 열게 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차광장치가  적어도  하나의  캠홈을  가진  캠링을  구비한  렌즈셔텨식  카메라에  사용된다.  이  캠링은 일
정한  축상  위치에서  회전가능하며,  차광장치는  이  캠링의  주위에  위치된  적어도  하나의  차광부재를 
포함한다.  이  차광부재는  각각의  캠링홈을  덮으며  이에따라  빛이  캠링의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일정한  축상  위치에서  회전전가능한  캠링과  이  캠링이  회전됨에  따라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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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가동  렌즈경통을  구비하고  있는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있어서,  카메라 지
지부재의  전방단부와  렌즈경통이  이동하도록  된  개구부를  가진  전방덮개와의  사이에  공간에  어느 부
재에도 고정되지 않게 위치되는 차광부재가 구비되어 있다.

가요성  프린트회로기판(FPC)이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구비되어  있어서  카메라  몸체로부터 카메라내에
서  축상으로  이동가능한  렌즈경통에  부착된  셔터블럭으로  작동신호를  전달하도록  한다.  적어도 하나
의  굴곡부를  가진  전방단부와,  제2굴곡  안내부를  가지고  카메라  몸체에  부착된  후방단부를  구비하고 
있는  FPC용  안내판이  구비되어  있다.  안내판의  전방단부를  셔터블럭에  부착되어  있다.  렌즈셔터식 
카메라는 또한 가요성 프린트회로기판에 부착되는 반사방지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으로,  렌즈셔터식  카메라는  카메라의  회전운동에  따라  촬영광학시스템의 광
학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촬영광학시스템의  축을  따라  이동가능하고  줌렌즈안에  있는  적어도 하
나의  렌즈군에  의해  맞물리는  캠홈을  가진  회전가능한  캠링을  구비한  그러한  줌렌즈 촬영광학시스템
을  제공한다.  캠링은  줌렌즈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링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가요성코드판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의 기타 목적, 특성 및 이점들은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한  바와  그밖의  목적들,  특징들,  그리고  잇점들은  첨부도면을  참고로  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인 바, 같은 참조부호는 수개의 도면에서 같은 종류의 부재를 가리킨다.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

본  발명은  이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과  특징들을  도시하고  있는  첨부도면들과  관련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A : 렌즈셔터식 카메라의 전체 카메라 구조.

B : 거리측정장치, 즉 레인지파인더와 그것의 카메라 매크로 기능

C : 파인더광학시스템

D : 파인더와 스트로보구동장치

E : 배리어, 즉 렌즈캡장치

F : 차광장치와 기구

G : FPC기판안내 및 반사방지기구

H : 줌렌즈 위치정보 검지기구

[A. 렌즈셔터식 카메라의 전체카메라 구조]

본 발명에 따른 렌즈셔터식 카메라의 전체구조는 제 1  도  내지 제 8  도에 잘 도시되어 있다.  본 발
명에  따른  렌즈셔터식  카메라는  줌렌즈  경통블럭(1),  파인더  및  스트로보블럭(2)(이하에서는 파인더
블럭으로  언급함),  거리측정,  즉,  AF,  장치의  부분을  형성하는  발광기(3)와  수광기(4),  그리고 촬영
광학시스템의  줌작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줌작동  모터(5)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재들의  모두는 카메
라 몸체의 비가동 부분을 이루는 기판(6)에 고정되어 있다.

기판(6)은,  제  2  도  내지 제 4  도에 잘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렌즈의 광축에 수직인 평면에 놓
여있는  렌즈경통지지판부(6a)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수평지지판부(6b)는 렌즈경통지지판부(6a)로
부터 직각으로 뻗도록 구비되어 있다.

제  2  도에  보인  바와  같이,  파인더조립체(8)와  스트로보조립체(9)를  지지하기  위하여, 지지판부(6
b)는  판(6a)의  측면에지를  넘어서  뻗어있다.  또한  기판은  수평지지판부(6b)에  대하여  수직으로 위치
된  모터지지판부(6c)들을  구비하고  있다.  경통블럭(1)은  경통지지판부(6a)상에  지지되어  있는데,  이 
판부는  제  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통블럭을  수납하기  위하여  중앙개구부(번호표시  안됨)를 구비
하고  있다.  줌작동모터(5)는  모터  지지판부(6c)에  부착되어  있고  경통블럭(1)의  중앙부분위에 위치
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단지  그러한  단일  모터(예를  들면,  DC모터)만이  시스템의  가동부재들 전
체를  구동적으로  결합하는  사용된다.  거리측정장치는  발광기(3)과  수광기(4)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것들은  기판(6)의  수평지지판부(6b)에  고정되어  있고,  줌작동모터(5)에  대하여  서로  반대쪽에 위치
되어 있다(제 2  도  및  제  3  도  참조).  파인더블럭(2)은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의 정면
에  보았을  때  수평지지판부(6b)의  우측부분에  고정되어  있다.  기어열지지판부(6e)는  제  3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왁 kx이 스페이셔(6f)를 통하여 모터지지판부(6c)에 연결되어 있다.

경통블럭(1)은  중작동모터(5)에  의하여  작동되며,  이  블록의  구조는  제  6  도  내지  제  10  도를 참조
하여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후방고정판(11)은  제  6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렌즈경통지지판(6a)에  체결나사(10)에  의해  장착되어  있다.  후방고정판(11)은  안내판의  후방부에 있
는  구멍들을  통하여  부착되어  있는  4개의  안내로드(12)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내로드들은 촬영
광학시스템의  광축의  둘레에  이  축게  평행하게  위치되어  있다.  전방고정판(13)은  안내로드(12)들의 
정방단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 안내로드들과 판의 렌즈경통블럭(1)의 주고정부재들이다.

회전가능  캠링(14)은  전방고정판(13)과  후방고정판(11)과의  사이에  위치되어  있으며; 섹터기어(15)
는  캠링(14)의  외주의  상당한  부분(그러나  바람직하게  전체  360°는  아님)의  둘레에  제공되어  있고; 
이  기어는  제  6  도에  보인  바와  같이  통상적이  장치,  예를  들면  나사(15a)로  캠링에  부착될  수 
있고;  이  기어는  제  3  도와  제  5  도(부분적으로)에  보인  바와  같이  기어열지지판(6e)과 모터지지판
부(6c)과의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제1피니언(7;  제  1  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맞물리도록  되어 있
다.  기어(15)는  캠링(4)의  회전운동의  소정의  범위를  커버하는  섹터기어일  수  있다. 회전오목부
(44a)와  캠표면(44)은  기어(의  평평면부분)상에  서로  인접하여  구비된다.  캠링은  전방  및 후방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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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각각 맞물리게 사용되는 줌작동캠홈(20 및 21)(제 7 도 참조)들을 구비하고 있다.

제  7  도는  링(14)의  줌작동캠홈(20  및  21)들의  개략도  또는  전개도이다.  후방렌즈군과  맞물리는 캠
홈(21)은  광각단고정구간(21a),  구간(21a)으로부터  (제  7  도에  보인  바와  같이)위쪽으로  경사진 가
변배율구간(21b),  그리고  망원단고정구간(21c)를  포함하고  있다.  전방렌즈군용으로  사용되는 캠홈
(20)은  배리어블럭(30)  개폐구간(20a),  렌즈수납구간(20b),  광각단고정구간(20c), 가변배율구간
(20d),  망원단고정구간(20e),  매크로전환구간(20f),  그리고  매크로단고정구간(20g)을  포함하고 

있다.  "매크로"라는  용어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될  경우에,  그것을  카메라의  "클로즈업"촬영방식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매크로"라는  용어는  때때로  "실물크기보다  더  큰"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어  왔지만,  "매크로"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클로즈업"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될  것이며,  이 
용어가  사용될  때  반드시  여기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
는 것이다.

줌작동캠홈(20)의  캠링개폐구간(20a),  렌즈수납구간(20b),  그리고  광각단고정구간(20c)의 회전변위
의 전체각(θ1 )은  줌작동캠홈(21)의  광각단고정구간(21a)의 각(θ1 )과  동일하다.  줌작동캠홈(20)의 

가변배율구간(20d)의 각(θ2 )은  줌작동캠홈(21)의  가변배율  구간(21b)의 각(θ2 )과  동일하다.  더 나

아가서,  망원단고정구간(20e),  매크로단고정구간(20g),  그리고  매크로전환구간(20f)의 전체각(θ3)

은  망원단고정구간(21c)의 각(θ3 )과  똑같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줌작동범위는  약  35mm와  약 

70mm와의 사이에 있다.

제  6  도와  제  8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울러(17)는  줌작동  캠홈(20)  안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 
로울러는  전방렌즈군  프레임(16)에  부착되어  있다.  후방렌즈군  프레임(18)의  로울러(19)는,  제  6 도
와 제  8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줌작동캠홈(21)  안에 위치되어 있다.  전방 렌즈군 프레임(16)과 후
방  렌즈군  프레임(18)은  안내로드(12)들에  의하여  이동가능하게  안내되고,  외장프레임(22)과 셔터블
럭(23)은,  제  6  도의  단면도는  물론,  제  8  도의  분해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나사(22a)를 
통하여 전방렌즈군 프레임(16)에 고정되어 있다.

전방렌즈군(L1)를  지지하고  있는  전방렌즈프레임(24)은,  제  8  도에  도시되어  있는  나선체(25)를 통
하여  셔터블럭(23)으로  맞물려  있다.  전방렌즈  프레임(24)은  셔터블럭(23)의  렌즈이송레버(23a)와 
맞물리는  아암(24a)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제  6  도  참조),  렌즈이송레버(23a)가  전방렌즈 프레임(2
4)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원주방향으로  회전할  때,  전방렌즈  프레임(24)은  나선체(25)의  안내로 촬영
광학시스템의  광축의  방향을  따라  이동할  것이다.  후방렌즈군(L2)은,  제  6  도에  보인  바와  같이, 후
방렌즈군 프레임(18)에  직접 부착되어 있다.  제  6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렌즈군(L1  및  L2)들의 바
람직한 한 형태는 1986년 11월 28일에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번호 제935,982호에 개시된다.

셔터블럭(23)의  구조는  원래  알려져  있다.  이  셔터블럭은  거리측정장치로부터  셔텨블럭에  수신되는 
검지신호에  따라  이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펄스모터를  통하여  렌즈이송레버(23a)를  소정의  각 변위
로  회전시키는데,  이  펄스모터는  카메라  몸체안에  결합되어  있으며,  소정의  시간동안  폐쇄되어  있던 
셔터섹터(23b)를  개방시키고  그후에는,  셔터가  다시  폐쇄된  후에,  렌즈이송레버(23a)를  원래의 위치
로  복귀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의  셔텨블럭은  예를  들어,  1985년  11월  21일자  일본 특허출
원  공개공보  제60-235,126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카메라는  거기에  개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셔터블럭을 사용한다.

파인더블럭(2)은  파인더장치(8)와  스트로보장치(9)를  포함하고  있다.  파인더장치와  스트로보장치는 
각각  렌즈경통블럭(1)의  초점거리의  변화에  따라  각각  파인더시야  및  조사각  즉,  스트로보의  세기를 
변화시키도록  되어있다.  줌작동모터(5)는  파인더  제어와  스트로보제어의  양자를  위하여 동력원으로
서 사용되는데; 단지 하나의 모터만이 그것을 위하여 사용된다.

제  1  도에  보인  바와  같이,  캠링(14)의  섹터기어(15)는  앞에  언급된  제1피니언(7)과  다른 제2피니언
(50)으로  맞물려서  있다.  제2피니언(50)이  부착되어  있는  축(51)은  기판(6)의  후방부분을  향하여 뒤
쪽으로  뻗어있고,  축의  후방단부에  인접한  감속기어열(52)을  구비하고  있다.  감속기어열은 가동캠판
(53)의  렉(53a)과  맞물리는  최종기어(52a)를  포함하고  있다.  이  대체로  평평한  캠판(53)은,  제  1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좌우 방향으로 미끄럼 운동가능하며, 제 1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하
방굴곡부(53b)를  그것의  후방단부에  포함하고  있다.  랙(53a)은  캠판(53)의  굴곡부(53b)의 하부단부
상에  형성되어  있다.  감속기어열(52)은  캠판(53)의  횡방향이동을  구속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기어
(15)를  감속  회전시키도록  되어  있다.  캠판은  파인더장치(8)  안내용  가변배율캠홈(55),  시차보정용 
캠홈(56) 그리고 스트로보장치(9) 안내용 스트로보 캠홈(57)을 구비하고 있다.

파인더  광학조립체(8)에  사용되는  렌즈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피사체측  렌즈군(L3),  접안렌즈군(L4), 
그리고  가동가변배율렌즈군(L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나아가서,  카메라가  매크로  또는  클로즈업 
모드에 넣여 있을 때 사용되는 굴절프리즘(P1)을 구비하고 있다.

가변배율렌즈군(L5)은  경통블럭(1)의  가변배율조작에  따라  변화하도록  된  화면을  파인더장치(8)의 
시야와  일치하도록  한다.  굴절프릴즘(P1)은  매크로  모드에서만  파인더렌즈  시스템의  광로에 들어가
는데,  이는  매크로  모드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보다  명확히  말하면, 렌즈셔텨
식 카메라를 사용할 때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차는 피사체가 카메라에 가까워짐에 따라 
증가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큰  시차가  매크로  모드에서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매크로 
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시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굴절프리즘(P1)이  두꺼운  하단부와  얇은 상
단부를  가진  쐐기  형상으로  제공되어  있다.  굴절프리즘(P1)은  파인더광학시스템의  광축을  따라 위치
되어  있을  때에는  카메라에  극도로  근접해  위치되어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광선들을 하방
으로  굴절시킨다.  제  28  도는  굴절프리즘(P1)이  카메라의  광축에  따라  위치되어  있을  때의  광선들의 
광로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용되는  쐐기프리즘은  바람직하게  이중쐐기 프리
즘으로 선택되느데, 이것은 제 53a  도,  제 53b  도 및 제 53c  도에 명확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수직
방향과  수평방향의  양쪽으로  폭이  변화한다.  그러한  프리즘은  광선들을  우하방으로  굴절시켜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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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축과 실질상 일직선으로 정렬되도록 이동시킨다.

스트로보장치(9)는  촬영렌즈의  초점거리가  클  때,  즉  줌렌즈가  앞쪽으로  이송될  때  조사각을 구속하
거나  제한하며,  또한  스트로보장치(9)는  피사체에  도달하는  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매크로 모드
에서  조사각을  증가시키도록  이동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스트로보장치(9)는 고정프레넬
(Fresnel)  렌즈(L6),  가동  오목반사경(59),  그리고  스트로보의  광축을  따라  이동될  수  있는 크세논
(xenon)  램프(58)를  포함하고  있다.  선택에  따라서는,  단순스트로보가  조사각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로보  구조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줌렌즈의  촬영광학시스템이 자리잡
은  위치에  따라서,  사진촬영시에  피사체에  주어진  광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줌렌즈의  이동에  따라 
광축방향으로 램프를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거리측정장치, 즉 레인지파인더와 카메라의 매크로기능]

본  발명의  거리측정장치의  상세한  구성과  카메라의  캐크로기능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피사
체로부터  2개의  렌즈군의  줌렌즈까지의  거리와  줌렌즈의  변위  또는  전진이송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
한다.

제  12  도는  2개의  렌즈군의  줌렌즈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한  구조에 있
어서, 피사체거리와 줌렌즈의 변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U=f1(2+X/f1+f1/X)+HH+△ …………………… (1)

단,  U는  피사체의  대한  필름면으로부터이  거리;  f1은  제1렌즈군의  초점거리;  X는  줌렌즈의  변위; HH
는  주점(prinipal  point)  거리;  △는  제1렌즈군의  초점과  제2렌즈의  줌렌렌즈의  초점  사이의 거리이
다. 식(1)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제  13  도는  피사체거리(U)와  위치검지부재(4a)상의  위치편차(t)와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는데,  이 부
재(4a)는  삼각측량의  원리를  기초로하여  피사체에  대한  필름면으로부터의  거리를  검지하는 거리측정
장치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삼각측량방식  거리  측정장치는  광원(3a)과  발광렌즈(3b)를  구비하고 있
는  발광기(3),  그리고  수광렌즈(4b)와  위치검지부재(4a),  예를  들면,  감광검지기(이하,  PSD라함)를 
구비하고  있는  수광기(4)를  포함하고  있다.  광원(3a)으로부터  나온  광선들은  피사체에  의하여 반사
되고,  그것으로부터  반사된  광선은  필름면(F)으로부터의  피사체의  거리를  검지하기  위하여 위치검지
센서(4a)에  의하여  수광된다.  위치검지센서(4a)상의  기준점이  되는  무한거리에  있는  피사체의 필름
면(F)에서의  영상위치와  필름면(F)으로부터의  거리(U)인  피사체의  필름면에서의  영상위치의 편차

(t)는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t=L×f/(U-f-d) …………………… (3)

단,  L은  거리측정장치의  기선길이;  f는  수광렌즈의  초점거리;  그리고  d는  필름면(F)와  수광렌즈의 
초점면과 사이의 거리이다.

편차(t)는,  공지의  방법으로  위치검지센서(4a)에  의하여  수광된  광량에  따른  위치검지센서(4a)의 잔
류,  즉  출원에  의하여  검지될  수  있다.  카메라의  촬영광학시스템은,  식(2)와  식(3)을  기본으로 
하여,  위치검지센서(4a)의  출력신호,  즉  전류에  따라  영상평면의  초점상에  영상을  형성하도록 조성
되므로,  자동초점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촬영광학시스템의  작동  또는  구동장치는  위에  언급되어 
있다.

카메라의  매크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리측정장치에  의한  피사체거리의  측정범위를 근접피사
체거리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매크로  모드에서,  촬영광학시스템은  표준위치로부터 피사
체를 향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변위되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제  12  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촬영렌즈의  제1렌즈군은,  매크로  모드에서,  피사체를  향하여  소정의 
변위까지  전진이동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촬영시  자동초점조절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변위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제  14  도는  본  발명에  따라  매크로  모드에서  피사체  거리의  측정범위를  변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
구를  나타내고  있다.  제  14  도에  있어서,  꼭지각(δ)을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프리즘(P)은 피사체거
리의  측정범위를  촬영되는  피사체를  향하여  이동시키기  위하여  수광렌즈(4b)의  앞에  삽입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줌렌즈식  카메라  시스템은  수광기(4)앞에  위치되는  피봇선회가능한  프리즘  또는 쐐
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프리즘(P)의  꼭지각과  굴절율이  각각  δ과  n이라  가정하면,  피사체거리(U1)에  대한 위
치검지센서(4a)상의  영상의  편차(t1)는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우선,  피사체에  근접한 프리즘

(P)의 평면상의 광선들의 입사각(α)는 다음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 α=tan
-1
{L/(U1-f-d)}+δ

입사각  α로  꼭지각  δ의  프리즘(P)상에  입사하는  광선들의  굴절각  β는  다음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 β=α-δ+sin
-1
[n sin{δ-sin(α/n)}]

그러므로  =α-δ-β.

따라서, 위치검지센서(4a)상에서의 영상의 편차(t1)는 t1=f×tan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수광렌즈(4b)의  광축과  일치하는  광선이  발광렌즈(3b)의  광축의  교차할  때에  얻어지는 피사체거리

(Umf1)는,  프리즘(P)의  두께를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Umf1=L/tan{sin
-1

(n  sin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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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f+d.

하나의  예에  있어서,  본원의  발명자들은  2개의  렌즈군의  줌렌즈를  포함하고  있는  촬영광학시스템에 
있는  카메라에  있어서,  U,U1,t,t1,  그리고  t-t1의  값들을  계산하였는데  여기에서,  f1,  즉  제1군의 
초점거리는  24.68mm;  HH,  즉  주점거리는  7.02mm;  △,  즉  제1렌즈군의  초점과  줌렌즈의  초점사이의 
거리는  30.04mm;  d,  즉  필름면과  수광렌즈이  초점면사이의  거리는  6.292mm;  매크로  설정시  제1군의 
변위는  0.5502mm;  L,  즉  거리측정장치의  기선길이는  30mm;  f,  즉  수광렌즈의  초점거리는  20mm;  δ, 
즉  프리즘(P)의  꼭지각은  2.826°;  n,  즉  프리즘(P)의  굴절율은  1.483;  측정가능한  거리범위는 
0.973m∼무한대;  그리고  줌렌즈의  전진이송  이동의  단계수는  0.973m∼6m의  범위가  줌렌즈의 17전진
이송  이동단계로  분할되도록  18이다.  이들의  계산결과는  아래의  표  1에  도시되어  있다.  이들  계산에 
있어서, 0.973m∼6m의 거리범위는 0.580m∼1.020m의 범위로 전이되어 있다.

아래의 표 1에 있어서, 제17∼18단계는 제17단계와 제18단계로 변하는 전이점을 나타내며; 
유사하게, 제0-1단계는 0과 제1단계 사이의 전이점을 나타낸다.

[표 1]

도표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리즘(P)에  의한  보정의  결과로서,  측정가능한  피사체거리의 
측정범위의  양극단에서  위치검지센서(4a)에  0.027mm의  영상편차가  발생한다.  그러한  편차는 줌렌즈
의  이송단계수에서  대략  1단계와  사실상  일치한다.  따라서,  위치검지센서(4a)의  출력에  응답하여 촬
영광학시스템의 변위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촬영렌즈를 정확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그 결과 "초점흐림(out of focus)"의 상태가 발생한다.

바꾸어  말하면,  피사체거리(U1)에  대한  위치검지센서(4a)상의  영상편차(t1)의  변화율이  프리즘(P)에 
의하여  변화될  수  없으므로,  단지  프리즘(P)만을  사용함으로써  영상의  편차를  완전히  보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리즘은 영상 편차를 보정하기 시작하지만,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제17-18단계와 제0-1단계 사이의 편차(t와 t1)들의 감소량이 각각 
0.5334mm와  0.4794mm이므로,  편차(t1)의  비유에  제0-1단계와  제17-18단계  사이의  편차(t1)의 변화량
으로 나누어진 제0-1단계로부터 제17-18단계까지의 편차(t)의 변화량과 같은 1.1130(0.5334를 
0.4794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곱해서  이  편차(t1)의  비율이  조정된다면  그러한  편차의  완전한 보
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발명자들을 알아냈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있어서 매크로 모드 보
정광학부재는  거리측정광학시스템의  발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기선길이를  광학적으로  연장시키기 위
하여,  그리고  발광기의  광축과  수광기의  광축을  유한거리로  교차시키기  위하여,  카메라가  매크로 모
드에  놓여있을  때에만  선택적으로  거리측정광학  장치의  앞으로  이동되도록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실시예에  있어서,  촬영광학시스템,  즉  줌렌즈를  정상  촬영모드로부터  매크로  모드로전환  또는 이
동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매크로  보정광학부재를  수광기의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작동기구가 제
공되어 있는데, 이는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제  9  도는  본  발명의  자동초점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  거리측정장치의  광학배열을  도시하고 
있다.  이  도면에  있어서,  매크로  보정부재(4e)는,  제  14  도의  단자  광학쐐기만이  아니라 프리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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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마스크  또는  프레임(4d)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재(4e)는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로  설정되어 있
을  때에는  거리측정장치의  수광렌즈(4b)의  앞으로  이동된다.  정상촬영모드에서,  부재(4e)는 수광렌
즈(4b)의 광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후퇴되어 있다.

보정부재(4e)를  작동시키는  기계적  구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매크로  보정부재(4e)의  실제구조와, 
측정정밀도가  매크로  모드에서  개량되거나  증대되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부재는 거리측
정장치의  기선길이를  과학적으로  연장시키고  입사되는  광선을  굴절시키도록  된  프리즘(4c)을 포함하
고 있다.

제  10  도는  프리즘(4c),  마스크(4d),  그리고  수광렌즈(4b)를  상세하게  도시하고  있다.  제  11  도는 
제  10  도의  정면도인데;  이  두  도면은  마스크  도는  프레임(4d)이  프리즘에  접근하는  광로를  벗어난 
광선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가를  도시하고  있다.  마스크(4d)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기다란 
슬롯형상으로  도시되어  잇는  전방  개구부(4f)를  피사체에  매우  근접하여  위치되어  있는  프레임의 전
방에,  후방개구부(4g)(제  10  도  참조)를  수평렌즈(4b)에  근접한  프레임  또는  마스크쪽에  포함하고 
있다.  개구부(4f)는  발광렌즈(3b)로부터  광축의  반대쪽의  측정되는  거리(ℓ)만큼  수광렌즈(4b)의 광
축(0)으로부터  이격된  슬릿형상을  이루고  있다.  후방개구부(4b)도  또한  수광렌즈(4b)의  광축(0)을 
따라  위치되어  있는  기다란  슬릿형상을  이루고  있다.  마스크(4d)와  함께,  프리즘(4c)이 수광렌즈
(4b)의  앞으로  이동될  때,  즉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  촬영렌즈이  제1렌즈군은 자동초점조
절장치에 의한 정상촬영 모드시 전진이송되는 렌즈의 변위와는 관계없이 일정변위만큼 
전진이송된다.  제  9  도와 제  10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즘(4c)이  수광렌즈(4b)의  앞에 
위치되어  있을  때,  피사체거리의  측정범위는  매크로  모드범위로  전이될수  있다.  프리즘(4c)은 평행
하게  입사되는  광선을  기선길이의  방향으로  변위(ℓ)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므로 기선길이(L)
는 기리(L+ℓ)로 광학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프리즘(4c)의  각과  굴절율이  각 δ1 과  n이고,  프리즘(4c)에  의한  광선의  평행이동을  길이(ℓ)로 표

시한다면, 피사체거리(U2 )에  대한  위치검지부재(4a)상의  보이는  대로  영상의 편차(t2 )는  아래에 설명

된 바와 같이 얻어질 수 있다.

피사체에  인접해  있는  프리즈(4c)의  평면에  대한  광선의 입사각(α1 )은  다음식으로  제공된다  : α

1=tan
-1
{(L+ℓ)/(U2-f-d)}+δ1

이  식은  삼각측량식  거리측정장치의  기선길이가  수광렌즈(4b)의  앞으로의  프리즘(4c)의  삽입에 의하
여  L로부터  L+ℓ로  확정되는  것을  표시한다. 각(δ1 )을  가진  프리즘상에 입사각(α1 )으로  입사되는 

광선의 굴절각(β1)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된다.

β=α1-δ1+sin
-1
[n sin{δ1-sin(α1/n}], 

그러므로, =α1-δ1-β1.

따라서, 위치검지센서(4a)상의 영상의 영상의 편차(t₂는 f×tan  즉, t2=f×tan 이다.

수광렌즈(4b)의  광축과  일치하는  광선이  발광렌즈(3b)의  광축과  교차할  때  얻어지는 피사체거리(Umf
₂)는 프리즘(4c)의 두께를 무시한다면, 다음식을 사용함으로써 산출된다.

Umf2=(L+ℓ)/tan{sin
-1
(n×sinδ1)-δ1}+f+d.

아래의 표  2는  계산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제  10  도와  제  11  도의  거리 측정장치가 제  14 도
의  실시예에  대하여  언급된  바와  똑같은  기본조건을  만족하는  촬영렌즈에  적용된  경우이다.  즉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촬영렌즈는  2군렌즈이고;  (b)  f1,  즉  제1군의  초검거리는  24.68mm;  (c) 
HH,  즉  주점거리는  7.02mm;  (d)  △,  즉  제1렌즈군의  초점거리와  줌렌즈의  초검거리  사이의  거리는 
30.04mm;  (e)  d,  즉  필름면과  수광렌즈의  초점면과의  사이의  거리는  6.292mm;  (f)  매크로  설정시 제
1렌즈군의  변위는  0.5502mm;  (g)  L,  즉  거리측정장치의  기선길이는  30mm;  (h)  f,  즉  수광렌즈의 초
점거리는  20mm;  (i) δ 1  즉  프리즘(4c)의  작은  3.39°;  (j)  n,  즉  프리즘(4c)의  굴절율은  1.483; 

(k)  ℓ,  즉  광선들의  평행이동변위를  나타내는  거리는  3.39mm;  (l)  측정가능한  피사체거리의 측정범
위는  0.973m∼무한대;  (m)  줌렌즈의  전진이소운동의,  단계수는  18;  (n)  0.973m∼6m의  범위는 17단계
들로 분할되고; 그리고 (o) 0.973m∼6m의 촬영범위는 0.580∼1,020m의 범위로 전이된다.

[표 2]

제  9  도,  제  10  도  및 제 11  도의 매크로 보정부재를 구비한 다양한 피사체거리에서 위치검지센서상
의 영상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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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f2=1.283m

정상촬영  모드와  매크로  모드  사이의  여러  단계들에서  위치검지센서(4a)상의  영상들의  편차는  표 2
로부터  +/-0.0001mm  이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표  2의  마지막  컬럼의 값(t2-

t)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치검지센서(4a)의  출력에  따라  촬영광학시스템을  조정함으로써 초
점에  영상을  거의  완전하게  형성시킬  수  있다.  표  2는  프리즘(4c)이  정상촬영모드에서는  보통 30mm
인  기선길이를  매크로  모드에서는  정상기선길이의  1.113배가  되도록  광학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  기선길이가  33.39mm가  된다;  결과적으로 위치검지센
서(4a)의 변위가 1.113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작동시에,  위치검지센서(4a)에  의하여  전달된  출력신호,  즉  측정데이터에  따라  전술한 셔터유닛(2
3)을  작동시킴으로써,  카메라의  매크로  모드를  포함하여,  줌작동범위내에서,  카메라를  자동적으로 
초점조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지센서(4a)로부터  수신된  측정데이타에  따라  구동펄스가  셔터유닛(23)의 펄스모터
에 인가될 때,  렌즈작동 또는 이송레버(23a)는,  제  8  도에 보인 바와같이,  그것과 함께 전방 렌즈프
레임(24)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수신한  구동펄스들에  해당하는  각만큼  회전한다. 전방렌즈프레임(2
4)의  이러한  회전의  결과로서,  전방렌즈군(L1)은  촬영렌즈조립체의  초점조절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
게 하기 위하여 나선체(25)의 작동을 통해서 촬영광축의 방향으로 이동된다.

렌즈경통블럭(1)은  줌작동모터(5)가  구동될  때  캠링(14)을  회전시킨다.  캠링(14)의  회전은 전방프레
임(16)의  로울러(17)가  캠홈(20)의  매크로단위치  고정구간(20g)과  맞물리게  한다.  즉,  로울러가 캠
링(14)의  매크로전환구간(20f)으로부터  구간(20g)으로  이동해서  전방렌즈군(L1)이  카메라의  매크로 

모드 작동을 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보다 더 전방으로 이송된다.

제  1  도  및  제  2  도에서  명백하게  도시된  바와같이,  매크로보정부재(4e)는  수광기(4)  밑에  위치되어 
있는  축(41)을  통하여  그  기단에서  카메라의  기판(6)에  피봇가능하게  부착된  가요성 보정플래그(4
2)의  자유단에  고정되어  있다.  플래그(42)는  외력이  플래그에  작용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직
립위치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외력이  플래그에  작용될  경우에도  탄성적으로 변형된
다.  또한,  축(41)에  부착되어  있고  플래그로의  반대방향으로  뾰족한  표면을  구비하고  있는 돌출부
(43)는  플래그와  일체로  형성되어  축(41)에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플래그와  분리되어 형성
되어  돌출부의  중앙구멍에서  축(41)에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매크로보정부재(4e)는,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인장스프링(46)에  의하여  수광기(4)의  광축으로부터  멀리  후퇴되는  후퇴위치로 계
속해서 회전가능하게 가압되어 있다.  제 1  도에 더 잘 그리고 제 2  도에 보인 바와같이,  캠링(14)은 
캠링(14)이  매크로  설정위치로  회전할  때에는  언제나  매크로  보정광학부재(4e)를  거리측정장치의 광
축의  수광기(4)의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플래그  돌출부(43)와  맞물리는  섹터기어(15)(또는 

캠링)상에 돌출부(44)를 포함하고 있다.

제  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원통모양의  오목부(44a)(또는  다른  오목부  형상)는  캠면  또는 돌출
부(44)에  인접하여  기어(15)상에  제공되어  있다.  이  오목부는  캠링이  회전함에  따라  플래그 돌출부
(43)의  피봇선회  또는  회전운동을  용이하게  제공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목부(44a)는  돌출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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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운동을  용이하게  하고,  그러므로  제  2  도의  점선으로  도시된  위치의  수광기(4)의  앞으로 광학부
재(4e)를  피봇  또는  회전운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선택에  따라서,  링(14)  또는  기어(15)는 
돌출부(43)용  피봇선회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더  작은  직경으로  형성될  수  있다. 캠돌출
부(44)는  돌출부(43)와의  맞물림을  통하여  매크로  보정광학부재(4e)의  회전  또는  전진운동을 일으키
는데,  광학부재(4e)가  수광기(4)의  광축과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위치를  약간  지나서  회전하도록 위
치되고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판(6)에  일체로  부착되어  있는  지지판(6e)에  매우  근접하는 부재
(4e)의  평평단부는 제  1  도와 제  2  도에 도시된 충격흡수용 너브(nub)  또는  버튼(4g)을  통하여(제  2 
도에  보인  바와  같이)  플레이트(6e)의  좌측면과  맞물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돌출부(44)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부재(4e)의  과도한  회전운동은  탄성  플라스틱,  고무,  또는  기타  탄성재료로  형성되어 
있는 가요성 플래그(42)와/또는 판(6e)의 측면에지와 맞물리는 너브(4g)에 의하여 흡수된다.

그래서,  캠링(14)이  매크로  설정위치로  이동할  때에,  매크로  보정광학부재(4e)는  발광기(3)와 수광
기(4)사이의  기선길이를  광학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수광기(4)의  광축과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수광기의 전방 위치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

[c. 파인더 광학시스템]

파인더 광학시스템은 제 1 도와 제 15 도 내지 제 20 도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파인더  광학시스템은  촬영렌즈시스템의  줌작동에  따라소배율광시야와  대배율협시야와의  사이에서 배
율을  변화시킬  뿐만아니라,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서  사용될  때  시차가  보다  더  작은  시야를 제공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파인더 시스템의 모든 필
요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렌즈의  매크로설정  상태로의  이동과  그것의  줌작동의  양자와 연동
되어  파인더  광학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래의  파인더들이  여러  가지 크기
의  파인더시야를  가진  복수개의  브라인트  프레임들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기  언급된 문
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그러한  프레임들의  사용만으로는 본
발명의 카메라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매크로모드에서 시차를 최소화시킬 수 없다.

그러한 사정하에서, 그리고 본발명에 따라서, 개량된 역갈릴레이식 파인더(inverted Galiean 
Finder)를  구비하고  있는  파인더장치가  줌렌즈를  포함하고  있는  렌즈  셔터식  카메라에  제공되어 있
다.  바꾸어  말하면,  본발명의  파인더  광학시스템은  고정렌즈(13)형태의  정렌즈(positive  lens)와 가
변배율렌즈(L5)형태의  가동부렌즈(negative  lens)로  구성되어  있는  부굴절율의  제1렌즈군  고정 접안
렌즈군(L4)이  하나의  렌즈인  부렌즈(L4-1)를  구비하고  있는  제2렌즈군,  그리고 고정접안렌즈군(L4)
의  제2렌즈인  정굴절율의  렌즈(L4-2)를  구비하고  있는  제3렌즈군을  포함하고  있다.  프리즘(P1)은 광
선을  광축을  향하여  굴절시키기  위하여  제1렌즈군의  정렌즈(L3)와  부렌즈(L5)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이동되도록  되어  있다.  제1렌즈군의  부렌즈(L5)는  소배율  광시야로부터  대배율  협시야로  배율을 변
화시키기  위하여  피사체에  인접한  위치로부터  촬영자의  눈에  인접한  위치로  변위될  수  있다.  파인더 
광학시스템의  광축과  선택적으로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프리즘(P1)은  촬영광학시스템이 매크로설정상
태에  있을  때와  제1군의  부렌즈(L5)가  광축을  따라  촬영자의  눈에  가장  근접하도록  이동할  때 시차
를 감소시킨다.

제  52  도에  대쉬라인으로  도시되어  있는  브라이트  프레임들은  촬영범위를  형성하고,  피사체에 최근
접한 제3군의 렌즈이 면, 즉 15a 도, 제 16a 도, 제 17a 도, 제 18a 도 및 제 19a 도 및 제 20a 도 
각각의  고정  접안렌즈(L4-2)의  좌측면(A)에  형성되어  있다.  렌즈면(A)상에  놓여  있는  이들  황색 프
레임들은  중앙  자동초점조절점(피사체의  주요부상에  위치됨),  큰  영상면적프레임(줌렌즈를  사용하는 
보통  사진촬영용),  그리고  보다  더  작은  시차보정프레임(매크로  모드에서  영상면적이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사용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촬영자의  눈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제2렌즈
군(L4-1)의  면(B)은  반투명재료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반투명으로  형성되어  있는  브라이트  프레임의 
허상은 제3렌즈군(L4-2)의 정렌즈를 통하여 확대되어 보일 수 있다.

황색  브라이트  프레임들은,  예를들어,  스퍼터링(sputtering)에  의하여  고정접안렌즈(14-2)의  전방에 
위치되어 있으며; 접안렌즈부재(L4-1)의 후방, 즉 표면(B 또는 r6)은 반투명, 반반사(semi-
reflective)의  오목거울의  형태일  수  있다.  브라이트  프레임들로부터  나온(즉,  그것들에  의하여 반
사된)  광선은  오목면(R6)에  의하여  뒤쪽으로  반사되어  관찰자의  눈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눈은  멀리 
전경(far  foreground)의  위치에  있는  프레임들의  확대된  허상을  인지하는데,  그  허상들은  렌즈(L4-1 
및 L4-2)들의 광학적 효과를 통하여 형성된다.

제1군의  부렌즈(L5)는,  상기  언급된  바와같이  이동가능하므로,  배율이  소배율  광시야로부터  대배율 
협시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상  줌작동시  촬영광학시스템의  초점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것
은  피사체에  근접한  위치로부터  촬영자의  눈에  더욱  근접한  위치로  이동한다.  협시야  대배율을  가진 
매크로(망원범위를  넘어)  모드에서  사진촬영될  때에,  프리즘은  시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동렌즈
(L5)와 고정렌즈(L3) 사이에 삽입되므로, 광선은 촬영광학시스템의 축위치를 향하여 굴절된다.

제 16a  도,  제 17a  도,  제 19a  도 및 제 20a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크로초점 조절을 위해 프리
즘(P1)을  피봇  또는  회전가능하게  삽입하기  위하여,  즉  충분한  거리만큼  렌즈(L5)를  이동시키기 위
하여 프리즘을 위쪽으로 선회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본  시스템의  장점은  복수개의  렌즈  또는  모든  렌즈들을  줌작동하지  않고  단일의  이동렌즈(L5)로만 
줌작동하므로  모든  렌즈들의  줌작동이동을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단일  렌즈만의  이동이 파
인더  영상의  배율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줌작동  캠판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게 

된다.

제  52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고정뷰프레임은  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공되어 있
다.  프레임들을  포함하고  있는  2개의  후방  접안렌즈군(L4-1  및  L4-2)들은  고정되어  있으며,  그들의 
각각의  표면들의  곡률들은  반사된  프레임들이  촬영렌즈의  줌작동의  전체범위에  걸쳐서  영상배율과 
양립할 수 있는 소정의 배율을 가지도록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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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삽입가능한  프리즘의  꼭지각은  파인더시스템과  촬영광학시스템의  위치들에  따라  수평  및 
수직방향에  의한  합성각에  의하여  정의된다.  프리즘은  단일쐐기형  프리즘일  수  있으며,  또는  제  53a 
도,  제  53b  도  및  제  53c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을  향하여  광선을 우하방으
로 굴곡시키기 편리한 이중쐐기형 프리즘(P1)일 수 있다.

제  5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중쐐기형  프리즘(P1)은  상부에서  화살표(A)의  방향(제  53a  도  및 
제  53b  도  참조)으로  보았을  때  확장하는,  그리고  촬영광축에  대하여  카메라의  정면에서  보았을  때 
화살표(B)에  의하여 도시된 경우(제  53a  도  및  제  53c  도)와  같이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또한 확장
하는  표면을  구비하고  있다.  도시된  실예에  있어서, 각(θH )는  2.8°, 각(θv )는  4.2°, 각(θH' )는 

4.2°, 그리고 각(θv')이다.

쐐기형  프리즘은  제1단일  볼록렌즈부재(L3)와  가동단일렌즈부재(L5)와의  사이에  회전가능하게 삽입
된다.  이것은  파인더장치가  콤팩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하며,  프리즘이  이들  두  부재들의  사이에 
삽입될  수  있게  한다.  피사체의  허상의  조망거리와  브라이트  프레임들은  촬영렌즈의  줌작동  범위에 
걸쳐서  일정한  채로  남아  있고,  시차보정은  매크로  또는  클로즈업  모드에서  프리즘을  렌즈들  사이로 
이동시킴으로써  제공된다.  브라이트  프레임  영상들의  조망배율  또는  크기는  고정렌즈부재(L4-2)상의 
브라이트  프레임들의  배치  때문에  매크로  설정시는  물론이고  촬영렌즈의  줌작동  범위에  걸쳐서  역시 
일정하게  유지된다.  촬영자의  눈과  영상거리(image  distance)  사이의  거리,  즉  파인더의  디옵터는 
줌작동  오목렌즈부재가  1×의  영상배율  즉,  실물크기를  넘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화하지 않
는다.

매크로  또는  클로즈업  촬영모드에서  시차보정은  제  52  도에  도시된  보정  프레임용  표시(뷰파인더식 
카메라의  근접초점조절방식에서의  일반적인  시차보정장치임)의  사용과  더불어  렌즈부재들  사이의 쐐
기형  프리즘을  위치시키므로써  이루어진다.  쐐기형  프리즘의  가장자리들은  매크로  또는  클로즈업 모
드에서의 촬영영역을 도시하고 있는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록색(tinted green)이다.

이론상,  프리즘은  제1렌즈군의  전방에  위치될  수  있지만,  프리즘을  그렇게  배열한다면,  그것은 파인
더  광학시스템의  전체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프리즘은  제2  및  제3렌즈군들의  사이에 위
치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프리즘이  이들의  사이에  삽입되면,  브라이트  프레임과  피사체의 허상위
치가  프리즘의  이동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경우대로  프리즘이 제1렌즈
군의  정렌즈와  부렌즈  사이에  후퇴  가능하게  삽입되어  있을  때,  프리즘은  그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자
유롭고, 피사체의 허상에 대한 디옵터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파인더 광학시스템의 몇가지 실예가 이제 설명될 것이다:

[실예 1]

제 15a 도, 제 15b 도, 제 16a 도, 제 16b 도, 제 17a 도 및 제 17b 도는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파
인더장치의 제1실시예의 여러 위치들을 도시하고 있다.

제  15a  도는  소배율 광시야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의 파인더 광학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제  16a 도
는  대배율  협시야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의  파인더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제  17a  도는  대배율 협
시야가 제공되어 있는 동시에 매크로 모드에 있을때의 파인더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제 15b 도, 제 16b  도 및 제 17b  도는 각각 제 15a 도, 제 16a  도 및 제 17a  도의 각각의 위치들에 
있어서의 파인더 렌즈시스템의 수차들을 도시하고 있다.

파인더  광학시스템은  제1렌즈군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  정렌즈(L3)  및  단일  부렌즈(L5);  제2렌즈군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  접안부렌즈(L4-1);  그리고  제3렌즈군을  형성하고  있는  단일  접안정렌즈(L4-2) 
및,  선택적으로  위치설절가능한  프리즘(P1)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광학부재들  사이에서,  단지  단일 
부렌즈(L5)만이  광축방향을  따라서  이동가능하며;  프리즘(P1)은  이  광축에  일직선으로  정렬되게 선
택적으로 이동가능하고; 기타 다른 모든 렌즈들은 고정상태로 남아 있다.

다음의  표  3과  표  4는  광학부재(L3,L5,L4-1,L4-2  및  P1(표  4에만))들  각각의  대향면들의  곡률(r), 
거리(d),  굴절율(Nd)  및  아베수(Abbe's  number;  νd)들을  도시하고  있다.  표  3과  표  4에  도시된 바
와  같이,  각각의  수치들(r,d,Nd  및  νd)은,  피사체에  최근접해  있는  단일  정렌즈(L3)쪽에서  볼  때, 
즉  도면들의  좌측부분으로부터  눈  또는  도면들의  우측부분을  향하여,  번호  1  내지  8과  1  내지 10중
의 어느 하나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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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 4]

표  3은  소배율(0.38×),  광시야위치에  있을  때와  대배율(0.70×),  협시야위치에  있을  때의  렌즈의 
위치를  표시하며,  표  4는  매크로  모드에  있을때의  렌즈의  위치를  도시하고  있다.  이  모드에서 사용
된  이중쐐기형  프리즘을  이루고  있는  프리즘(P1)의  꼭지각들은,  예를들어,  수평부분에서  2.8°이고 
수직부분에서 4.2°이다.

사진촬영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브라이트  프레임은  피사체에  가장  근접하여  있는  제3렌즈군의  단일 
정렌즈(L4-2)의  표면(A)에  표시되어  있고,  촬영자  눈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제2렌즈군의  단일 부렌즈
(L4-1)의  표면(B)은  반투명하다.  결과로서,  단일  정렌즈(L4-2)의  표면(A)에  표시된  브라이트 프레임
의 허상은 면(B)에 형성되고 반사되며, 그후에 단일 정렌즈(L4-2)를 통하여 확대되어 보여진다.

[실예 2]

제  18a  도는  광시야,  소배율위치에  있는  파인더  광학시스템의  제2실시예를  도시하고;  제  19a  도는 
협시야,  대배율 위치에 있는 이  실시예를 도시하며;  제  20a  도는  협시야,  대배율,  매크로 모드에 있
는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도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  18b  도,  제  19b  도  및  제  20b  도는  각각  제 
18a  도,  제  19a  도  및  제  20a  도에 각각 도시되어 있는 3개의 다른 위치들에 있어서의 파인더 렌즈
시스템의  수차들을  도시하고  있다.  파인더  광학장치의  제2실시예에  있어서,  제3렌즈군이 정렌즈(L4-
2  및  L4-3)들의  형태를  이루는  2개의  렌즈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렌즈시스템은  실예 1에
서 검토된 제1실시예의 그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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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 6]

표  5와  표  6은  파인더  광학시스템의  제1실시예에  관하여  이전에  검토된  표  3과  표  4와  유사한 도표
들로서  파인더  렌즈시스템의  제2실시예의  모든  부재들에  대한  곡률(r),  거리(d),  굴절율(Nd), 그리
고  아베수(νd)들을  도시하고  있다.  시스템의  광시야,  소배율(0.35×)  위치,  그리고  시스템의 협시
야  대배율(0.648×)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표  5와,  매크로  모드에  있을  때의  시스템을  표시하고 있
는  표  6에  있어서,  프리즘(P1)의  꼭지각은,  예를  들어,  수평방향에서  3.0°  그리고  수직방향에서 
5.0°이다.  촬영범위를  한정하는  브라이트  프레임은  또한  제3군의  정렌즈(L4-2)의  면(A)에  형성되어 
있고,  제2군의  단일  부렌즈(L4-1)의  면(B)은  또한  제1실시예의  파인더  시스템에서와  같이 반투명하
다.

제  17a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파인더  광학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
다  :  (1)  0.3〈dP〈0.5;  (2)  f1+〈1.8;  그리고  (3)  0.45〈f3/LD〈0.7;  단,  LD=파인더의  총길이; dP=
프리즘의  (P1)에  가장  근접해  있는  렌즈(L3)의  면과  프리즘(P1)에  가장  근접해  있는  렌즈(L5)의 면
과의 사이의 거리; f1+=제1렌즈군의 정렌즈의 초점거리; 그리고, f3=제3렌즈군의 초점거리이다.

이들  조건은  프리즘(P1)으로  하여금  제1렌즈군의  가동렌즈(L3)와  제1렌즈군의  부렌즈(L5)와의 사이
에서  회전가능하게  삽입되기에  적합하며,  광축과  일직선으로  정렬되도록  놓여있을  때의  프리즘의 유
효직경을 최소화시키기에 편리하다.

제1조건,  즉  0.3〈dP〈0.5는,  dP의  값이  그  상한값을  초과한다면,  렌즈(L3)의  유효직경이  커져서, 
본  발명에서와  같이  콘팩트한  카메라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그와  반대로,  dP의  값이 0.3보
다  작다면,  프리즘(P1)이  렌즈(L3  및  L5)들  사이의  위치에서의  광축과  일직선으로  정렬되고,  그 축
으로부터  멀리  후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드럽고  용이하게  회전시키는  것이  극히  어려워진다는 사
실에 기초하고 있다.

제2조건  및  제3조건들,  즉  f1+〈1.8  및  0.45〈f3/LD〈0.7은  프리즘(P1)의  유효직경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제공된다.  상기  언급된  제2조건은  프리즘이  파인더  광축과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프리
즘(P1)의  후방에  위치되어  있는  렌즈시스템의  초점거리(FR)를  설정하여  위치시는  것과  대체로 대응
한다.  즉,  f1+가  상기  언급된  상한값,  1.8을  초과한다면,  프리즘의  유효직경은  커지고,  그것에 의하

49-16

94-0010590



여 콤팩트한 프리즘과 파인더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제3조건은  프리즘의  후방에  위치되는  제3렌즈군에  대한  필요조건과  기본적으로  동등하다.  즉, f3/LD
가  하한값,  0.45보다  더  작다면,  시스템의  공차가  매우  작아진다.  그와  반대로,  f3/LD의  값이 상한
값, 0.7을 초과한다면, 프리즘의 유효직경이 증가한다.

상기의  제1  및  제2실시예에  있어서,  dP,f1+,  그리고  f3/LD의  값들은  아래표에  실려있는  데  이들 모
든 값들은 상기 언급된 제1,제2, 및 제3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었다.

[D. 파인더 및 스트로보장치 구동장치]

파인더  광학조립체(8)와  스트로보  조립체(9)를  작동시키는  구동장치는  제  21  도  내지  제  30  도에 가
장 잘 도시되어 있다.

모판(mother  plate;  60)은  수평지지판  확장부(6b)를  통하여  기판(6)에  장착되어  있는 파인더블럭
(54)에 부착되어 있다.

모판에  일체로  부착되어  캠판(53)의  대체로  직선인  안내홈(61)안에  끼워지도록  된  안내핀(62)들을 
구비하고  있다.  캠판(53)은  카메라의  광축에  관하여  횡방향으로  미끄럼운동하고,  안내홈(61)들과 안
내핀(62)들  사이의  맞물림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으며;  안내돌출부  또는  플랜지(60a)(제  21  도  및  제 
22  도에  도시됨)는  모판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며  캠판(53)이  모판의  전면으로부터,  특히  플랜지가 
캠판을 맞물고 있는 캠판(53)의 전방단부에서, 멀리 부유 또는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파인더  모판(60)은  가변배율렌즈  안내홈(63),  굴절프리즘  안내홈(64),  그리고  스트로보  조립체 안내
홈(65)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안내홈들은  카메라의  촬영광축과  평행하게  뻗어  있다.  파인더  가변배율  렌즈군(L5)을 
지지하는  파인더  가변배율렌즈프레임(66)의  안내돌출부(66A)는  가변배율렌즈  안내홈(63)안에  끼워져 
있다.  굴절프리즘  작동판(67)의  안내돌출부(67a)는  굴절프리즘  안내홈(64)안에  미끄럼  가능하게 위
치되어  있거나  끼워져  있으며;  오목반사경(59)이  부착된  스트로보  조립체  케이스(68)의  안내 돌출부
(68a)는 스트로보 안내홈(65)안에 끼워져 위치되어 있다.

가변배율  렌즈프레임(66),  굴절프리즘  작동판(67),  그리고  스트로보  조립체  케이스(68)는  광축에 대
하여  평행한  방향으로  각각의  안내홈에  따라  함께  이동한다.  안내돌출부(66a,67a  및  68a)들은 가변
배율캠홈(55),  시차보정캠홈(56),  그리고  스트로보  캠홈(57)안에  각각  끼워지는  종동핀(69,70  및 

71)들을 구비하고 있다.

가변배율캠홈(55),  시차보정캠홈(56),  그리고  스트로보  캠홈(57)의  구간들은  제  7  도에  도시된 캠링
(14)의  줌작동캠홈(20  및  21)들의  구간들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는,  가변배율캠홈(55)은  광각단 고
정구간(55a),  가변배율구간(55b),  그리고  망원단  고정구간(55c)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구간들의 
각각의 각(θ1,θ2 ,  및 θ3 )등은  제  7  도의  캠링에서의  유사한  각들과  일치한다.  시차보정캠홈(56)은 

비돌출구간(56a),  돌출이동구간(56),  즉  매크로  모드에  사용되는  전진이송구간,  그리고  돌출위치 고
정구간(56c), 즉 매크로단 고정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스트로보  캠홈(57)은  광각단  고정구간(57a),  가변배율구간(57b),  망원단  고정구간(57c), 매크로이송
구간(57d),  그리고  매크로단  고정구간(57e)을  포함하고  있다.  캠홈(55,56  및  57)들과  증착동캠홈(20 
및 21)들 사이의 관계는 제 44 도의 개략도 또는 평면도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가변배율렌즈군(L5)을  지지하고  있는  가변배율렌즈  프레임(66)은  파인더블럭(54)의  안내면(54a)에 
따라  이동가능하게  지지되어  있으므로,  프레임(66)은  제  25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그것으
로부터  매달려  있다.  프레임은,  예를  들어서  파인더블럭에  대하여  대체로  마찰없이  미끄러질  수 있
는  수지제로  형성될  수  있다.  가변배율렌즈  프레임(66)이  가변배율캠홈(55)을  따라  움직일  때, 렌즈
군(L3),  접안렌즈군(L4),  그리고  가변배율  렌즈군(L5)을  포함하고  있는  파인더광학시스템의  배율은 
렌즈경통블럭(1)의 움직이는 범위에 걸친 촬영범위가 파인더의 시야와 대체로 일치하도록 변화한다.

굴절프리즘  작동판(67)은  제  26  도  내지  제  28  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다  더  상세하게 설
명된다.

합성수지로  형성되어  있는  굴절프리즘(P1)은  프리즘의  하부의  2개의  대향  프리즘  지지핀(74)들을 통
해서  파인더블럭(54)에  회전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다.  이들  지지핀들의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트
림스프링(75)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스프링의  일단은  굴절프리즘(P1)의  측면들을  따라  제공되어 
있는  각각의  위치규제편(76)에  지지되어,  굴절프리즘(P1)은  프리즘(P1)이  파인더렌즈(L3  내지 L5)들
의  광축과  일직선으로  정렬하도록  이동하는  위치로  계속해서  가압된다.  위치규제편(76)은  제  26  도 
내지 제 28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인더 블록(54)에  형성된 원호상의 홈(79)들  안에 위치
되어  있다.  굴절프리즘  작동판(67)은  파인더블럭(54)의  측면에  위치되어  있는  안내핀(81)이 안내판
(80)의  직선안내홈(82)안에  꼭  맞도록  파인더블럭(54)과  파인더블럭에  연결되어  있는  안내판(80)(제 
25 도 참조) 사이에 유지되어 있다.

프리즘상에  있는  위치규제편(76)들은  굴절프리즘  작동판(67)의  회동저지면(77)과  안내면(78)에 의하
여  구속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프리즘  위치규제편(76)들은  판(67)의  홈(79)의  단부면과 접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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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  있다.  굴절프리즘  작동판(67)은,  핀(79)이  시차보정캠홈(56)의  비돌출구간(56a)안에 위치
되어  있을  때,  판의  회동저지면(77)이  위치규제편(76)과  맞물리게  될  때까지  굴절프리즘을  렌즈(L3 
내지 L5)들의 광축으로부터 스프링(75)의 가압에 대항하여 후퇴시킨다(제 26 도 참조).

핀(70)이  돌출이동구간(56b)으로  움직일  때,  안내면(78)은  위치규제편(76)과  접촉하게  되므로, 굴절
프리즘(P1)은  그것이  파인더  광학시스템의  광축과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위치로  비틀림스프링(75)의 
도움에 의하여 회전한다. 그러한 동작중에 위치규제편(76)들은 면(78)상에서 그 면을 따라 
움직이고,  굴절프리즘(P1)이  제  27  도  및  제  28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로안으로  이동하므로, 파
인더의  광로는  제  28  도의  화살표에  의하여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리즘(P1)에  의하여  하방으로 굴절된
다.  이러한  동작의  결과로서,  파인더  광축보다  아래에  위치되었을  피사체는  카메라의  시야안으로 들
어오고, 카메라의 매크로 모드에서의 시차는 감소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인더  광학시스템을  하방으로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을  향하여(우측으로) 굴절
시키기 위하여 2중쐐기형 프리즘(제 53a 도)이 사용될 때, 시차는 더욱 더 감소된다.

안내블럭(85)은  스트로보  케이스(68)의  측면을  따라  제공되어  있으며,  제  30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내판(80)안에 형성되어 있는 카메라의 광축과 평행한 직선안내홈(84)안에 끼워져 있다.

더  나아가서,  높이  조정핀(86)(제  23  도  및  제  29  도  참조)들은  스트로보  케이스(68)의  상부  및 하
부면에  제공되어  있으며  스트로보  케이스가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스트로
보  케이스(68)는  캠판(53)이  횡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스트로보  캠홈(57)을  따라  움직인다.  스트로보 
캠홈(57)의  가변배율구간(57b)은  크세논램프(58)를  프레낼렌즈(L6)로부터  멀어지게  후방으로 이동시
키도록  되어  있다.  크새논  램프(58)의  후방이동은  프레낼렌즈(L6)로부터  방출된  광선의  조사각이 감
소되어 초점거리의 증가에 따라 가이드넘버를 증가시킨다.

그와  반대로,  매크로  이송구간(57d)에  있어서는,  조사각은  증가되고,  따라서  가이드  넘버는  매크로 
모드에 감소된다.

[E. 배리어 즉, 렌즈캡장치]

배리어 렌즈캡장치는 제 6  도, 제 8  도 및 제 31  도 내지 제 34  도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배리
어장치(30)는  한쌍의  배리어(31)들을  개폐시키는  데(제  8  도  참조),  그것들은  촬영(줌작동) 렌즈시
스템의  전방렌즈군(L1)의  전방에  위치되어  있으며,  렌즈가  접히는  수축  또는  수납용  캠구간(20b)(제 
7 도 참조) 안에서 캠링(14)이 회전할 때에 발생되는 회전력의 도움으로 폐쇄된다.

제 31  도 및 제 32  도는 배리어 장치의 제1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배리어 장
치(30)는  피봇선회되는  배리어부재(31)들을  통하여  프레임(22)의  개구에  있는  촬영개구부(22b)를 개
폐시킨다.  배리어부재들은  핀(32)들을  통하여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22)의  촬영개구부(2b)에 대하
여 대칭으로 피봇선회된다.

배리어(31)들은  서로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반대위치에  배치되어  촬영광축의  경로안으로  돌출하도록 
이동될  수  있는  각각의  배리어판부(31a)와,  배리어판부(31a)들이  위치되어  있는  쪽에서  배리어들의 
반대쪽에  위치되어  있는  구동아암부(31b)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동아암부(31b)들은  일반적으로 핀
(33)들에  의하여  배리어  조립체의  내부전면에  부착되어  있다.  구동아암부(31b)들은  제  31  도  및  제 
3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폐스프링(34)들의  작동아암(34a)들에  의하여  맞물려  있는  핀(33)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핀(33)들은  구동아암들의  각각의  포크(fork)형의  단부들  안에서 미
끄러지거나 그것에 의하여 이동되도록 되어 있다.

개폐스프링(34)들은  예를  들어서,  합성수지로  성형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핀(33)들을  맞물고  있는 
포크형의  작동아암부분(34a)에  부가되어  Y자형의  스프링아암(34b)  및  구동아암부(34c)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스프링은 각각의 핀(35)에 의하여 베리어장치(30)에 대하여 피봇선회된다.

스프링아암(34b)들은,  배리어판부(31a)들을  계속적으로  가압하기  위하여,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
(22)을  작동아암(34a)을  통해서,  배리어판부(31a)들이  촬영광학조립체의  광축으로부터  멀어지고, 프
레임(22)의 전방개구부(22b)가 개방위치로 남아 있는 위치로 누른다.

구동아암(34c)들은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22)안에  반경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끼워져  있는 핀(36)
의 대향 플랜지부(36a)들과 맞물리게 된다. 제 31  도 및 제 3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핀(36)은 핀
(37)을  통하여  전방  고정판(13)에  대하여  피봇선회되는  작동레버(38)의  자유단에  의해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22)의 작동구멍(39)을 통하여 맞물려 있다.

선회가능한  작동레버가  제  31  도  내지  제  34  도의  실시예들에  도시되어  있다하더라도,  핀(36)을 반
경방향의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이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핀(36)은  제  31  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외력이  전혀  핀(36)에  작용되지  않을  때에는  탄력에 
의해  반경방향으로의  돌출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  위치에서,  배리어판부(31a)들은 촬영광축으로부
터 멀리에 위치되어 있으며, 구멍(22b)은 개방위치에 남아 있다.

위치규제편  또는  돌출부(40)는  캠링(14)의  내벽상에  제공되어  있는데,  그것은  캠링이  그것의  고정된 
축방향위치에서  소정의  위치로  회전할  때  핀(36)을  반경상의  안쪽으로  누르기  위하여  작동레버(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의  외부  단부를  누르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캠링(14)(핀(17))이  줌작용 캠홈(2
0)의 개폐구간(20a)안에서 회전할 때에 일어난다.

그러한  배리어  장치의  구조를  사용하여  돌출부(40)가  작동레버(38)와  맞물려  있지  않을  때, 배리어
(31)들의  배리어판(31a)들은  촬영개구부(22b)를  개방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캠링(14)은  로울러  또는 
핀(17)들로  하여금  줌작동  캠홈(20)의  개폐구간(20a)  이외의  다른  홈  구간과  맞물게하고,  이리하여 
배리어(31)들이 개방된다.

그와  반대로,  로울러(17)가  렌즈수납  또는  후퇴구간(20b)으로부터  줌작동  캠홈(20)의 개폐구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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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으로  이동해서  그  부분을  맞물도록,  줌작동  모터(5)가  캠링(14)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로크스위치
(도면에  도시안됨)에  의하여  구동될  때에,  돌출부(40)는  작동레버(38)를  통하여  개폐핀(36)을 반경
방향으로  밀고,  배리어(31)들은  배리어판부(31a)들을  렌즈시스템의  광로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스프링 구동아암(34c)들 및 작동아암(34a)들과의 맞물림을 통하여 회전한다.

결과적으로  촬영개구부(22b)는  전방렌즈군(L1)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되게  된다.  즉,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22)은  프레임이  사진이  촬영될  수  있는  최후방위치에서  수납후  배리어(31)들을 폐쇄시킨
다.

사진이  촬영될  때에는  개폐구간(20a)이  로울러(17)(들)에  의하여  맞물리는  위치에서 렌즈수납구간
(20b)이  맞물리는  위치를  향하여  줌작동  캠홈(20)이  회전되도록  캠링(14)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줌작
동 모터(5)는 역전된다.

제  33  도  및  제  34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사용되는  장치의  제2실시예를 도시하
고 있다.  제 33  도 및 제 34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배리어장치(30)는 기본적으로 제 31  도 및 
제 32 도에 도시된 실시예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제  33  도  및  제  34  도의  배리어장치도  역시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22)의 촬영개구부
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대칭으로  위치되어  있는  한쌍의  배리어(31,31)들을  포함하고  있다. 배리어
(31,31)들은  촬영개구부(22b)를  개폐시키기  위하여  핀(32)들은  통해서  프레임(22)에  대하여 피봇선
회된다. 그러나, 이 실시예의 배리어장치의 상세한 구조는 상기 제1실시예의 그것과 다르다.

제  33  도  및  제  34  도에 도시되어 있는 배리어(31,31)들은  서로에 대하여 대칭상으로 배치되어 있으
며,  촬영광축상으로  돌출될  수  있는  베리어판부(31a)들과,  배리어판부(31a)들의  대향  측면들상에 배
치되어  있는  구동아암(31b)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배리어들은  핀(32)들에  의하여  프레임에 피
봇선회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구동아암(31b)들은  탄성지주부(134a)들을  구비하고  있는  단선  스프링(134)과  맞물려서  접촉하도록 
된  작동핀(133)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탄성지주부(134a)들의  자유단은  촬영개구부(22b)가 개방
되어  있고  배리어들이  광축과  개구부로부터  멀리에  위치되어  있는  개방위치로  배리어판부(31a)들이 
계속해서  가압되도록  각각의  핀(133)과  접촉된다.  이리하여  외력이  전혀  배리어들에  작용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들을 항상 촬영개구부를 개방위치로 유지하고 있다.

선스프링(134)은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22)상에  제공되어  있는 지지핀(135)
을  누르는  중앙의  U자형부(134b)을  구비하고  있다.  선스프링(134)은  스프링력이  온도,  습도  또는 기
타  주위의  인자들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스프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결과 촬영
구멍이  실질적으로  일정한  스프링력에  의하여  개방위치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배리어(31)들을 가압하
는 것이 가능하다.

작동핀(133)들은  한쌍의  좌우  구동아암(136)들의  각각의  구동용  자유단(136a)들에  의하여  맞물려 있
는데,  그  아암들은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선스프링(134)에  의하여  가해진  가압력을 극복
함으로써 배리어(31)들을 개방시키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구동아암(136)들의  자유단(136a)들은  각각의  작동핀(133)의  각각의  내측을  누르는데,  그것은 
한쪽의  탄성지주부(134a)가  누르는  각핀의  외측으로부터  멀리에  위치되어  있다.  구동아암(136)들은 
핀(137)들을 통해서 렌즈지지프레임(22)에 대하여 피봇선회된다.

구동아암들은  자유단(136a)들로부터  구동아암들의  대향측면들상에  위치되어  있는 작동아암부(136b)
들과  프레임에  대하여  아암들을  피봇선회시키기  위하여  그  사이에  제공되어  있는  핀(137)을 포함하
고  있고,  그리하여  작동아암부(136b)들은  프레임(22)의  개구부(39)안에  반경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끼워져 있는 핀(138)의 플랜지부(138a)들 맞물고 있다.

핀(138)은  작동레버(141)의  자유단을  누르도록  된  헤드(도시안됨)를  포함하고  있고;  레버는 핀(14
0)에  의하여  전방  고정판(13)에  대하여  피봇선회되며;  헤드는  내리눌려질  때,  프레임(22)의 개구부
(39)를  통하여  뻗을수  있다.  개폐핀(138)은  정상상태에서  프레임(22)의  내주로부터  외측으로  돌출한 
위치에  유지되어  있으며,  레버(141)에  의하여  핀(138)의  헤드가  선스프링(134)의  영향을  극복하면서 
개구부(39)를 통하여 안쪽으로 가압된 위치로 반경방향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리하여 외력이 핀(138)에  작용할 때,  그것은 제  34  도에 보여진 바와 같이 스프링(134)의  힘에 대
항하여 반경상의 안쪽으로 이동한다.

제1실시예에서와  같이,  로울러(17)가  줌작동  캠홈(20)의  개폐구간(20a)안에  위치되도록  캠링(14)이 
회전할  때,  작동레버(141)가  (핀플랜지(138a)들을  통하여)  작동아암부(136a)들을  맞물리도록  그것을 
안쪽으로  밀도록  되어  있고,  캠링(14)은  캠링의  내부주면에  부착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돌출부를  그 
내벽을 따라 구비하고 있다. 기타 적절한 작동구조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한  구조의  배리어장치를  사용하면,  배리어(31)들은  위치규제편  또는  돌출부(40)가 작동레버
(141)를  맞물고  있지  않을  때에는  촬영구멍을  개방시키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배리어(31)들은 로울
러(17)가 개폐홈구간(20a) 이외의 다른 줌작동 캠홈구간에 위치되어 있을 때에 열린다. 그와 
반대로,  로울러(17)가  (줌작동  모터(5)에  의하여  동작되는  캠링(14)의  회전작동을  통하여)  줌작동 
캠홈(20)의  렌즈수납구간(20b)안에  위치되어진  후에,  그것이  개폐구간(20a)에  맞물리기  위하여 이동
될  때,  돌출부(40)는  구동아암(136)들과  작동핀(133)들을  통하여  배리어(31)들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작동레버(141)를  통하여  개폐된(138)을  반경상의  안쪽방향으로  밀기  때문에,  배리어판부(31a)들은 

렌즈시스템의 광로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있어서,  촬영개구부는  전방렌즈군(L1)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된다.  즉,  전방렌즈군 
지지프레임(22)이  최후방위치,  즉  사진촬영될  수  있는  광각단위치로부터  접혀진  후,  촬영개구명은 

49-19

94-0010590



배리어(31)들에 의하여 폐쇄된다.

사진이  촬영될  때에,  줌작동  모터(5)는  배리어(31)들을  개방시키기  위하여,  개폐구간(20a)이 로울러
(17)에  의하여  맞물리는  위치로부터  렌즈수납구간(20b)이  맞물리는  위치로  캠링(14)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역전되므로, 전방렌즈군(L1)은 사진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안으로 이동한다.

[F. 차광장치 및 기구]

차광장치들은 제 6 도 및 제 35 도 내지 제 38 도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된  바와  같은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있어서,  전방  및  후방렌즈군들은  렌즈의  줌조작을 달
성하기 위하여 촬영광축을 따라 독립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

전방렌즈군  프레임(16)과  후방렌즈군  프레임(18)과의  사이에는  간극이  있으므로,  그리고 렌즈프레임
(16  및  18)들의  이동을  작동시키기  위한  캠홈(20  및  21)들을  포함하고  있는  캠링(14)이 렌즈프레임
들의  외부둘레에  위치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광선들이  전방  및  후방렌즈군  프레임들 사이
의  간극과  캠홈(20  및  21)들을  통해서  촬영광학시스템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서,  전방렌즈군  프레임(22)은  전방덮개(200)의  개구부(201)(제  6  도  참조)를  통하여  움직이므로, 광
선들은 또한 개구부(201)를 통하여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전방덮개(200)는  렌즈경통블럭(1)의  저면을  덮고  있으며,  스트로보블럭(2)과  파인더의  렌즈(L3  및 
L6)을  지지하고  있다.  개구부(201)는  전방렌즈군  프레임(16)을  포함하고  있는  가동외장프레임(22)이 
카메라가  줌작동상태에  있을  때  개구부(201)를  통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전방덮개(200)의  내측   플
랜지(202)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작은  폭(W)을  가지고  있는  고리모양의  공간(203)이  내측  플랜지(202)와  전방  고정판(13)과의 
사이에 제공되어 있다. 전방 고정판(13)은 고리모양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광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광장치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복수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광장치(210)는  캠링(14)의  외주에  제공되어 있으
며,  렌즈경통블럭(1)의  내부로  들어오는  광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캠홈(20  및  21)들을  완전히  또는 
연소개서  덮도록  되어  있다.  제  35  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차광장치(210)는  기어링(15), 기
어부재의  한쪽면을  따라  기어부재(15)에  인접한  가요성  코드판(90),  그리고  기어부재(15)의 반대쪽
면상에 뻗어있는 차광테이프(211)로 구성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리모양의  기어부재는  캠홈(20  및  21)들의  위에  렌즈경통블럭(1)을  감싸고  있는 가
요성  코드판(90)과,  또한  가요성이며  렌즈경통블럭(1)을  감싸고  있어서  캠홈(20  및  21)들을  덮고 있
는 차광테이프(211)와의 사이에 위치되어 있다.

코드판(90)은  캠링(14)의  각도  위치를  검지해서  줌렌즈의  초점거리의  변화,  줌렌즈의  초점거리 변화
에  따라  변하는  F수의  변화,  줌렌즈의  광각단위치,  줌렌즈의  망원단위치,  줌렌즈의  수납위치, 줌렌
즈의  매크로단  위치를  자동적으로  검지하기  위한,  즉  줌렘즈의  위치를  검지하기  위한  장치,  및 줌렘
즈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를  판독하기  위한  장치에  관하여  이하에  상세하게  개시될  다양한  제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제공되어 있다.

코드판(90)은  광선차단성을  가지고  있는  가요성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차광테이프(211)는  또한 그
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요성재료,  예를  들면  무광택  흑지(dull-finish  black  papwer)로 구성되
어  있다.  코드판과  차광(종이)  테이프는  줌작동  캠홈(20  및  21)들의  주요부분들을  덮기  위하여 기어
부재(15)의  대향측면들을  따라  캠링(14)의  원통형  외부면에  부착되어  있다.  기어(15)는  광선차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  6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드판과  차광테이프의  측면에지위에  포개지거나 겹
쳐져 있다.

차광장치의  부가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고리모양의  차광부재(220)는  제  6  도에  가장  잘  보여진  바와 
같이  캠링(14)의  전방부를  회전가능하게  지지하고  있는  전방고정판(13)과  전방  덮개(200)와의 사이
의 공간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고리모양의 공간(203)안에 제공되어 있다.

고리모양의  공간(203)안에  위치되어  있는  고리모양의  차광부재(220)는  고무와  같은 고리모양탄성체
(221),  와  고리모양의  보강판(222)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광부재(220)는  제  36  도  및  제  37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평평한  고리모양의  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차광부재(220)
의  두께(W)는  고리모양의  공간(203)의  폭(W)보다  약간  더작기  때문에,  차광부재(220)는 공간(203)안
에서 촬영광축의 방향을 따라 미소거리만큼 움직일 수 있다.

차광부재(220)의  탄성체(221)는  외장  프레임(220)의  외주와  미끄럼운동  가능하게  접촉하고  있는 미
소폭을  가진  차광  립(lip)을  그것의  내주를  따라  구비하고  있다.  보강판(222)은  탄성체(221)에 고정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탄성체(221)를  보강판(222)안에  형성되어  있는  연결용  오목부,  구멍  또는 
개구부(224)들  안에  부분적으로  매입하므로써  고정될  수  있는데,  보강판은  예를  들어서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내부의  립(223)은  상당한  가요성을  가져서,  그것이  둘러싸고  위치되어  있는  렌즈경통블럭의 축방향
의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그리하여,  립은  그것이  제1축방향으로의  이동을  멈춘  후의  배리어블럭의  반발을  감소시키는  작은 역
할을 할 수 있다.

제  38  도는  제  36  도  및  제  37  도에  도시된 고리모양의 링의 제2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는  (단지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이격된  차광립(223)들이  광선차단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리모
양의 차광부재(220)의 내주상에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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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립들은  서로  평행하게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며,   차광부재에  대하여  안쪽으로  향하여진, 일반
적으로  고리모양의  U자형  플랜지를  형성하고  있다.  탄성체(221)는  그러한  구조로  보강판(22)의 외주
를 덮기 위하여 사용된다.

선택에  따라,  고리모양의  차광부재(220)를  카메라안이  원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광선을 차단
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종래의 O-링 구조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차광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광선이  전방렌즈군  프레임(16)  그리고/또는  추방렌즈군 
프레임(18)의  주변을  통하여서도,  또한  렌즈경통과  카메라  덮개사이의  전방고리모양의  개구부를 통
하여서도 카메라 렌즈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다.

(G. FPC기판 안내 및 반사방지장치)

FPC기판 안내 및 그와 관련된 반사방지장치는 제 39 도 내지 제 43 도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와  같은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있어서,  작동신호들을  카메라의  몸체로부터 렌즈경통블럭
(1) 상의 셔터블럭(23)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셔터블럭(23)은  전방렌즈군(L1)의  지지프레임(22)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전방렌즈군
(L1)과 함께 광축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거리측정장치,  즉  레인지  파인더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몸체상의  노출  제어장치의  출력들에 
응답하여,  작동신호들을  카메라몸체로부터  상기  광축방향으로  움직이는  셔터블럭(23)으로  보내기 위
하여, 가요성 프린트회로기판 (이하에서 FPC기판으로서 언급됨)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FPC기판과  상기  기판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반사방지장치의  이동을  안내하기  위한  장치는  제  39  도 
내지 43 도를 참조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아래에 기술된다.

FPC기판(160)(제  39  도  및  제  40  도  참조)은  작동신호들을  카메라  몸체의  한쪽으로부터 셔터블럭
(23)으로 공급한다.

이  기판은  소정의  프린트  회로패턴을  구비하고  있는  가요성합성수지시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적
으로 상기 FPC기판은 잘 알려져 있다.

제  39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FPC기판(160)은  셔터블럭(23)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기판의 전
방단부에  접속패턴(161)과,  카메라몸체내에  제공되어  있는  CPU(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은 중앙처
리장치)가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는 후방접속패턴(162)을 구비하고 있다.

FPC기판(160)을  안내하는  FPC기판안내판(163)은  카메라몸체의  기판  또는  후방부에서  카메라몸체에 
고정되어  있으며,  캠링(14)이  외장프레임(22)  사이의  공간안에서  렌즈경통블럭(1)의  전방으로 뻗어
있다.

고정클립(166)들은  FPC기판(160)을  안내판(163)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제공되어  있고, 체결부재
(167)(제  41  도  참조)는  FPC기판(160)을,  예를들어서,  다이캐스팅되어  있는  카메라몸체  프레임의 전
방부에 또는 렌즈경통프레임(기판(6)의 후방부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제공되어 있다.

굴곡가이드(165)는  FPC기판안내판(163)의  전방끝부분상에  제공되어  있는데,  이  굴곡가이드는  한쌍의 
전방 및 후방안내판(168 및 169)들을 구비하고 있다.

이  안내핀들은  바람직하게는  고정되어  있으며(로울러들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만),  FPC기판(160)의  곡률을  기판의  고정굴곡부(160a)를  따라  유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이점에서 
기판은  카메라몸체로부터  뻗으며,  또한  카메라몸체를  향하여  뻗기위해  반대방향으로  전방으로 휘어
진다.

안내핀(168)을  둘러싸고  휘어진  FPC기판(160)은  안내핀(169)과  FPC기판안내판(163)  사이의 간극안에
서 후방으로 뻗어서, 가동굴곡부(16b)에서 다시 자유롭게 전방으로 휘어진다.

안내핀(168  및  169)들과  FPC기판(160)  사이의  상대위치는  셔터블럭(23)의  축방향으로의  전후방 이동
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안내핀(168  및  169)들은  바람직하게는  회전불가능한  고정핀들이다.  선택적으로,  이  핀들을 
안내로드  또는  축들로  교체하여  FPC기판이  그것들에  의하여  반대방향으로  휘어지게하는  것이 가능하
다.

셔터블럭(23)이 전후방으로 움직임에 따라, FPC기판의 가동굴곡부(160)도 역시 전후방으로 
이동한다.

제  39  도  및  제  40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FPC기판(160)의  신장부가  기판안내판(163)으로부터 후방
으로  뻗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FPC기판(160)의  후방  신장부는  카메라의  앞부분을  향하여  기판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안내판(163)의  굴곡사이드(170)을  따라,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전방으로  휘어질 
수 있다.

FPC기판(160)의  내측표면은  전방렌즈군  프레임(160)(외장프레임(22)은  물론  이고)과  후방렌즈군 프
레임(18)의  사이의  간극에  면해  있으며,  그리하여  렌즈  시스템에  입사하는  광선이  FPC기판에  의하여 
반사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반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내부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사장지재료 또는 장치가 FPC기판상에 제공된다.

FPC기판(160)상에  반사방지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몇  개의  선택적인  해결방안이  사용될  수  있다. 
그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FPC기판(160)은 무광택의 흑색합성수지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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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안으로,  FPC기판(160)은,  제  43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사방지시트(171)를  기판의 내측면
을  따라,  즉  카메라의  광축에  인접해  있는  표면상에  구비할  수  있다.  이러한  시트는,  예를들어서, 
무광택 흑지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FPC기판(160)상에 놓여지도록 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반사방지시트(171)는  재료의  팽창  및  수축에  기인한  변형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판에 부착되는 일없이 FPC기판상에 단지 느슨하게 포개져 있다.

시트(171)는 FPC기판(160)의 굴곡부(160a 및 160b)들 사이에서는 FPC기판위에 위치하고 있다.

세 번째의 해결방안으로서는 적어도 FPC기판(160)의 내측표면을 반사방지층으로 코팅하는 것이다.

FPC기판기판의  안내장치와  상기  언급된  반사방지장치를  사용해서,  캡링(14)을  회전시키기  위해 줌작
동모터(5)가  구동될  때,  전방렌즈군  프레임(16)과  후방렌즈군  프레임(18)은  줌작동  조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축을  따라서  캠링(14)상의  캠홈(20  및  21)들에  따른  방향으로  이동되어,  카메라가  매크로 
모드에 있는 위치로 이동될 수 있다.

전방렌즈군  프레임(16)의  이동은  셔터블럭(23)으로  하여금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므로, FPC기
판(160)은  셔터블럭(23)의  이동에  따라  신장된다.  기판의  신장은  가동굴곡기판부(160b)의  변위에 의
하여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FPC기판(160)은  후단접속패턴  또는  부분(162)(제  39  도  참조)에서  카메라 몸체
에  있는  FPC기판에  일체로  접속되어  있고,  FPC기판의  중간부는  FPC기판  안내판(163)에  의하여 안내
된다.  FPC기판(160)의  고정굴곡부(160a)는  안내핀(168  및  169)들에  의하여  고정되어  안내되며, 따라
서,  FPC기판(160)의  선단접속패턴(161)이  셔터블럭(23)의  이동에  따라서  또는  이에  응답하여  움직일 
때,  제  40  도  및  제  42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지  가동굴곡기판부(160b)만이  셔터블럭(23)의 이
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전후방으로 변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FPC기판(160)은  캠링(14)과  외장프레임(22)  사이에  위치한  고리모양의  공간(164) 
안에서 확실하게 안내될 수 있다(제 4 도 참조).

FPC기판(160)은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은  반사방지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예를들면, 플레어(flare) 또는 고스트 등을 일으키는 내부반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H. 줌렌즈의 위치정보검지장치]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형성된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있어서,  촬영광학시스템은 
캠링(14)의  회전에  의하여  광축을  따라서  이동되므로,  촬영  광학시스템의  초점거리가  변해서, 광학
시스템은  캠링의  하나의  극단  각도위치로부터  매크로  설정위치로,  그리고  캠링의  다른  각 위치로부
터 렌즈의 (완전한) 수납위치로 이동한다.

줌렌즈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렌즈셔터식  카메라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초점거리를  표시하고 F수
에  따라  변하는  노출을  제어하고,  또한  캠링을  구동하는  모터의  회전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촬영광
학시스템의 초점거리, 매크로 설정위치, 그리고 캠링의 2개의 극단위치들을 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정보,  즉  줌렌즈의  초점거리와  2개의  극단위치에  대한  정보는  캠링(14)에 
구비되어 있는 단일의 가요성 코드판(90)상의 코드신호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검지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드판(90)은,  제  44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캠링(14)(제  1  도에  도시됨)에 구
비되어  있으며,  캠링(14)의  외측에  위치되어  있는  고정프레임(91)에  기판단부에서  고정되어  있는 브
러시(92)(제 44 도 참조)와 미끄럼접촉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 1 도에 잘 도시되어 있다.

제  44  도는  개량된  코드판(90)을  전개상태로  도시하고  있는데,  도면의  상반부는  캠링(14)의  줌작동 
캠홈(20  및  21)들과  캠판(53)의  캠홈(55,56  및  57)들의  캠형상들을  각각  도시하고  있다. 브러시(9
2)는 공통단자(C)와 독립(bristle) 단자(T0,T1,T2 그리고 T3)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단자(T0  내지  T3)는  코드판(90)의  전도랜드(93;  conductive  land)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
을 때에는 신호 "0"가 나오고,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을때에는 신호 "1"이 나온다.

캡링(14)의  각도위치는  신호  "0"과  "1"의  조합에  의하여  겸지될  수  있다.  복수개의  더미(dummy) 단
자(94)는 전도랜드(93)들안에 형성되어 있다.

전도랜드(93)들과  똑같은  재질로  형성되어  있는  더미단자(94)들의  목적은  가요성  코드판  캠링주위에 
휘어져  있고,  그  판의  강도를  향상시키면서  전기  접촉되지  않는  영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미단자들
이 그렇게 위치되어서 유연성을 증가시키면서 강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더미단자들은  캠링이  회전됨에  따라  브러시의  단자(T0  내지  T3)들이  올라타는(비전도) 랜
드부분들을 제공한다.

단자(T0  내지  T3)들로부터  수신되  4비트(bit)  정보는,  제  45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줌코드 인코더
(encoder)의 줌코드 데이터(ZP0,ZP1,ZP2, 그리고 ZP3)로서 제공된다.

이  도면은  신호  "0"와  "1"의  조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캠링(14)의  각도  위치,  즉  POS는 
"0"와 "9" 및 16진수인 "A", "B", 그리고 "C"의 13단계로 분할되어 있다.

숫자 "0"는 잠김위치를 나타내며, "C"위치는 카메라 매크로 모드에 있는 위치를 나타낸다.

로크위치와  메크로  위치  사이에는  9개의  초점거리위치(f0  내지  f7')들이  있다.  로크위치와 매크로위
치는 캠링(14)의 2개의 극단 각도위치들에 해당한다.

증착등  모터(5)는  캠링(14)이  2개의  극단위치들의  범위를  넘어서  회전하지  않도록  제어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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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위치 또는 회전위치는 제 44 도의 코드완성에 도시되어 있다.

캠링(14)의  회전은  제  47  도  내지  제  50  도에  도시되어  있는  모드절환스위치(101)와 줌스위치(102)
에 의하여 코드판(90)에 의해 결정되는 캠링(14)의 위치정보에 따라 제어된다.

카메라  몸체상의  모드절환스위치(101)와  줌스위치(102)의  배열은  제  46  도  내지  제  48  도에 도시되
어 있다.

릴리즈버튼(99)은  카메라의  상부면상에  제공되어  있는데,  그것은  축광스위치를  온(ON)위치로 변환시
키도록  1단계로  눌려질  수  있으며,  릴리즈스위치를  온위치로  변환시키도록  2단계로  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2개의 스위치들의 어느것도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다).

모드절환스위치(101)는  3개의  위치들,  즉  로크위치(LOCK),  줌작동위치(ZOOM),  그리고 매크로위치
(MACRO)를 점유할 수 있는 전환스위치이다.

제  49  도와  제  50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크로버튼(101a)이  눌려져  있지  않을때에는, 스위치레버
(101b)가 LOCK와 ZOOM 위치들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매크로버튼(101a)이  눌려져  있을때에,  스위치레버(101b)가  매크로버튼(101a)의  상부면  위로 
미끄러지면, 카메라의 매크로모드가 설정된다.

제  49  도와  제  50  도는  각각  MACRO와  ZOOM-LOCK스위치들의  단면도들이다.  LOCK위치에  있을때에는, 
릴리즈작동도  줌렌즈의  줌작동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줌위치에서는,  릴리즈작동과 줌작동조
작이  수행될  수  있다.  MACRO위치에서는,  릴리즈작동은  수행될  수  있지만,  줌작동은  이루어질  수 없
다.

제  51  도는  줌스위치의  또다른  배열을  도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망원버튼(T)이  눌러지면  줌렌즈가 
망원위치를 향하여 이동되고, 광각(W)이 눌러지면 광각 위치를 향하여 이동된다.

줌스위치(102)는  외력이  스위치에  작용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중립위치  즉,  오프(OFF)  위치에 놓이
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립의  "OFF"위치의  대향측면상에  위치되어  있는  광각위치,  즉 WIDE
위치와, 망원위치, 즉 TELE위치로 수동조작으로 이동될 수 있다.

줌작동모터(5)는  줌스위치(102)의  위치를  WIDE와  TELE  위치들  사이에서  전환시킴으로써  전진과  후진 
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다.

모드절환스위치(101)와 줌스위치(102)는 본 발명의 카메라를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작동시킨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 코드판(90)에 의하여 표시되는 캠핑(14)의 위치에 대한 위치정보가 사용된다.

1.  모드절환스위치(101)의  LOCK  위치에  있어서는,  줌작동  모터(5)는  캠링(14)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역회전된다.  캠링(14)의  각도위치(POS)가  코드판(90)과  브러시(92)에  의하여  검지된  바와  같이 "0"
이 될 때에(제 44 도 및 제 45 도 참조). 줌작동 모터(5)는 회전을 정지한다.

2.  모드절환스위치(101)의  MACRO위치에  있어서는,  줌작동  모터(5)는  전진방향으로  회전하여  POS가 
"C"위치에 도달하면 회전을 정지한다.

3.  모드절환스위치(101)의  ZOOM  위치에  있어서는,  줌작동  모터(5)는  줌스위치(102)가  WIDE위치에 있
을 때 역회전하고 줌작동 스위치가 TELE위치에 있을 때 전진방향으로 회전한다.

줌작동모터(5)가  PUA가  "A"위치에  도달하고,  줌스위치가  TELE위치에  있을  때  회전을  정지한다. 줌스
위치가  WIDE위치에  있을  때,  줌작동모터(5)가  POS가  "1"위치에  도달한  후에  소정의  짧은  시간동안 
역회전을 계속한다.

이  시간  후에,  줌작동모터(5)는  전진방향으로의  회전을  시작하고,  POS가  "2"  위치에  도달하면 회전
을  정지한다.  줌스위치(102)가  "OFF",  즉  중립위치로  전환될  때,  줌작동모터(5)의  회전동안 줌스위
치가  TELE위치에  있을때에는  줌작동모터(5)는  즉시  회전을  정지하고,  줌스위치가  WIDE위치에  있을 
때에는 소정의 짧은 주기동안 전지회전한 후에 전진한다.

몇 개의 상세한 위치들이 이제 기술될 것이다.

POS  1:코드신호들은  LOCK위치에서  그리고  WIDE단위치에서  변하기  때문에,  이들  극단위치들이 검지된
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LOCK위치는 "POS  0"이  아니지만 대신 POS  0와  POS  1  사이에서 위치되
어  있는  지점에  있다.  그러나,  카메라가  LOCK위치에  있을  때,  브러시는  POS1에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는 POS0에 있다.

유사하게, WIDE단위치는 POS1과 POS2 상의 한 지점이다.

그러나,  카메라가  WIDE단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와이드영역은  아님),  브러시(92)는  POS1에  아주 근
접해 있는 POS2에 있다.

따라서, POS1은 캠링(14)이 WIDE단위치에서 LOCK위치로 또는 그 역으로 이동하는 범위를 표시한다.

POS  f7':이  영역은  캠링(14)이  반발(backlash)를  흡수하기  위하여  제공되어  있다  (즉  렌즈시스템의 
이동으로부터의  반발을  흡수).  명확하게  말하면,  제  45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캠링(14)이  POS O에
서  POS  C를  향하여  회전하는  동안에,  캠링은  정지신호가  주어지면,  즉  줌스위치가  OFF위치로 전환되
면  즉시  정지한다.  그와  반대로,  캠링의  POS  C에서  POS  O을  향한  회전은  캠링(14)으로  하여금 그것
이 소정의 변위에 의해 소요의 위치를 지나친 후에 약간 역회전하게 하고나서,  캠링을 바로 첫  번째 
변환 POS지점에서 정지시킨다.

POS  f7'은  TELE단위치이며,  따라서,  캠링이  TELE위치에  있을  때  (TELE영역은  캠링이  TELE  노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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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영역임) 브러시는 POS 9와 아주 근접해 있는 위치 POS A에 위치된다.

초점거리정보 또는 F수정보는 코드판과 브러시에 의하여 셔터로 전달된다.

따라서, 동일 초점거리점보는 TELE영역과 TELE단위치에서 전달된다.

이것은 POS 9가 f7로 표시되고, POS A가 f7과 구별하기 위하여 f7'로 표시되고 있는 이유이다.

영역 f7'는 매우 작으며, 따라서 영역 f7'는 본질적으로 TELE단 위치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POS  B:POS  1과  유사하게,  이  영역은  MACRO단과  TELE단  위치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공되어  있다. 
POS1과  상이점은,  POS1에서는  WIDE단위치가  POS1과  WIDE단위치  사이에서  변화하는  지점인  반면에, 
POS B는 POS 9와 POS A 사이에서 변화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TELE단위치라는 것이다.

POS2∼POSA:이것들은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복수의, 9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초점걸들이다.

그래서  CPU는  여러  스위치들이  ON위치로  절환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코드정보와  설정위치들을 검사
한다.

모들절환스위치가  줌위치에  있다면,  캡링이  POS2와  POS  A를  포함하는  그  사이의  어느  위치에  있을 
때에는 줌작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모드절환스위치가  줌위치  이외의  다른  위치들,  즉  LOCK위치,  LOCK와  WIDE  사이의  중간위치, 
TELE와  MACRO  사이의  중간위치,  또는  MACRO위치에  있을  때에는  렌즈의  줌작동조작이  즉시 이루어진
다.

이것은  또한  줌작동  모터가  전진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안에  스위치가  줌위치로  될  때도,  그리고 줌작
동 모터가 역회전하는 동안에 스위치가 줌위치로 될 때도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줌위치에  있을때에는,  줌코드가  POS2와  POS  A를  포함하여  그  사이의  영역내에 
(줌작동이  이루어지는  영역내에)있는가  없는가가  CPU에  의하여  검사된다.  줌코드가  그  영역밖에 있
다면, 사진촬영될 수 없고, 따라서, 캠링은 주작동위치로 이동된다.

바꾸어 말하면,  POS1과  POS  B는  캠링이 정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사진이 촬영될 수  없는 영역이
다.

물론  본  발명은  상기  기술된  실시예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도  또한  도면들에  도시된  것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본  발명이  특허청구된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수정이나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다른  광축을  가진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촬영광학조립체를  구비하며,  상기  촬영광학조립체는 가
동  줌렌즈를  포함하는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스트로보  조립체,  및  상기  줌렌즈를 구동시
키고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통한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에  연동하여 상
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구동시키며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를 구동
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줌렌즈,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및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 구동
용  상기  수단은  상기  줌렌즈  둘레의  적어도  일부분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기어를  포함하고,  상기 
기어는  상기  촬영광축을  따라  상기  줌렌즈가  직선이동하는  것과  연동하여  회전가능하며,  상기 구동
수단은  상기  줌렌즈  구동모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줌렌즈는  회전가능한  고리상  부재안에  위치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는  상기  고리상  부재의  외주면에  접촉하여  상기  고리상  부재와  함께 회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는 상기 렌즈 위에 위치되고,  상기 줌렌즈 구동,  상기 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구동  및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  구동용  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 구동,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구동 및,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 구동
용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평평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는  외부로  뻗는  적어도  하나의 
핀을  각각  포함하고,  상기  평평부재는  상기  핀과  결합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
메라.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평평부재의  하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에  연결되어  상기  기어의 회전
은 상기 평평부재를 이동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하나의  평평부재는  또한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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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상기  하나의  평평부재는  상기  카메라의  촬영축에  사실상  평행인  직선방향으로  상기  양 조립체
를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는  상기  줌렌즈를  초점거리가  다른  무수한  위치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및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는  줌렌즈의  이동에  따라 복수
개의 위치에 연속적으로 위치설정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상기  스트로보 조립
체를  이동시키는  상기  수단은  상기  기어에  근접하여  위치되는  가요성  코드판을  더  포함하고,  상기 
기어는 줌렌즈를 둘러싸는 캠링 주위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판은  복수개의  전도랜드로  구성되고,  상기  카메라는  전기적으로  프린트 
회로기판에 접속된 복수개의 단자를 구비한 전도성 브러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판은 복수개의 비전도랜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판은 일정한 축위치에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초점거리위치의  어느  하나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수단은  광각  및  망원렌즈  위치에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수단으로 구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렌즈는  회전가능  캠링내에  위치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는  상기 
캠링의 적어도 일부에 위치되는 섹터기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섹터기어는 상기 캠링주위에서 180°이상 뻗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의  축에  부착된  제1피니언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1피니언은  상기 캠
링을 회전가능하게 구동하도록 상기 섹터기어와 맞물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섹터기어와  맞물리는  제2피니언을  더  포함하고,  상기  섹터기어는  상기 제2피니
언을 회전가능하게 구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피니언의 회전에 의해 구동되는 적어도 2개의 부가적인 기어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가동캠판과,  상기  섹터기어의  회전에  따라서  상기  캠판을  직선적으로 이동시키
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캠판은 상기 캠판의 평평부분에 부착된 랙을 포함하고,  상기 랙은 상기 평
평한 캠판에서 대체로 수직으로 하향하여 뻗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캠판는 복수개의 캠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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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전도성  브러시에  의해  미끄럼가능하게  맞물리는  코드판을  더  포함하고, 
상기  브러시의  자유단은  상기  렌즈의  줌이동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기  코드판과  접속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판과  상기  브러시는  상기  줌렌즈의  초점거리  검지수단,  상기  카메라의 
노출제어수단, 상기 렌즈의 이동방향 제어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판은 복수개의 전도랜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인더 광학 조립체는 적어도 2개의 고정렌즈와,  상기 적어도 2개의 고정렌
즈 사이에 위치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동렌즈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스트로보  조립체는  줌스트로보램프와  오목반사경으로  구성되고,  상기 
램프  및  상기  반사경은  상기  줌렌즈의  전진이동과  연동하여  후방으로  이동가능하고,  상기  줌렌즈의 
후진이동과 연동하여 전방으로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를  둘러싸도록된  중앙구멍을  구비한  기판을  더  포함하고,  상기 기판
은  상단에지와  하단에지를  가진  주요부를  가지며,  상기  기판은  상기  주요부의  상기  상단에지의 근접
하게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횡단판부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는  상기  카메라의  상기 
촬영축을  따라  볼  때  상기  기판의  전방에  상기  기판에  근접하게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
라.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횡단판부는 모터,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및  상기 스트로
보 조립체를 지지하는 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피사체  거리측정  조립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부는  상기 피사
체 거리측정조립체를 지지하는 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 및  상기 거리측정조립체는 상기 중앙구멍의 바로 위에 위치된 상부판
부상에  위치되며,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및  스트로보  조립체는  상기  상부판부의  아래에  위치한 적
어도  하나의  하부  판부에  위치되며  상기  구멍의  적어도  일측에서  오프셋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
메라.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광학부재가,  상기  거리측정조립체의  전방에서  선택적으로  이동가능하며,  상기 
광학부재는 상기 판의 전면에 피봇선회가능하게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거리측정조립체는  상기  모터의  대향측에  수광기와  발광기를  포함하고, 상
기  수광기와  상기  발광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횡단판부에  의해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
라.

청구항 3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은  광각단위치와  망원단위치  사이에서  상기  줌렌즈를  구동하고, 상
기  줌렌즈를  상기  망원단위치를  넘어서  매크로  촬영위치로  구동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는  적어도  3개의  다른  초점거리위치로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카메라.

청구항 3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는 적어도 2개의 분리된 렌즈군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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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수단은  상기  렌즈의  이동에  연동하여  구동되는  가동캠판을  포함하고 상
기 캠판은 대체로 평평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캠판은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광축을  따라  프리즘을  선택적으로 위치
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3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에  구동적으로  연결된  기어열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
라.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에 맞물릴 수  있으며,  상기 기
어열에 의해 선형적으로 구동되는 대체로 평평한 캡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촬영광축을  따라  고정된  축상위치에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회전시에,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와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상기 
촬영광축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구동시키는  수단의  적어도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
메라.

청구항 4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와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구동하는 기어열
의 부분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리상  부재는  상기  줌렌즈의  주위에  위치되며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대체로  원통형인  회전가능  캠링이며,  상기  모터와  상기  캠링은  함께  상기  줌렌즈를  상기  촬영광축을 
따라서 줌이동하는 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캠링의  외주에  부착된  섹터기어이고,  상기  섹터기어가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될 때 상기 캠링을 회전시키는 수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는  전방렌즈군과  후방렌즈군을  포함하고,  상기  캠링은  상기 렌즈군
의  각각의  프레임에  부착된  핀을  미끄럼가능하게  수용하는  전방렌즈  캠홈과  후방렌즈  캠홈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렌즈군은  상기  전방렌즈를  둘러싸는  프레임상의  핀에  의해  결합되도록 
되며,  상기  후방렌즈군은  후방렌즈군  프레임에  부착된  핀에  의해  결합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렌즈  캠홈은  셔터블록개폐구간,  상기  캠링이  각도 θ1 상을  이동할  때 

상기  셔트블록핀이 맞물리게 되는  광각단  위치  구단,  상기  캠링이  각도 θ2 상을  이동할  때,  상기 셔

터블록핀이  맞물리게  되는  가변배율구간,  망원단위치구간,  매트로전이구간,  상기  캠링이  각도 θ3상

을  이동할  때  셔터블록핀이  맞물리게  되는  매크로단고정구간을  포함하며,  상기  후방렌즈홈은  상기 
캠링이  각도 θ1 상을  이동할  때  상기  후방렌즈군  프레임핀이  맞물리게  되는  광각단위치구간,  상기 

캠링이  각도 θ2 상을  이동할  때  상기  후방렌즈군  프레임  핀이  맞물리게  되는  가변배율구간,  상기 캠

링이  각도 θ3 상을  이동할  때  상기  후방렌즈군  프레임핀이  맞물리게  되는  망원단  위치구간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4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를  자동으로  초점조절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초점조절수단은  삼각측량원리에  의해  상기  카메라의  필름면으로부터의 
피사체 거리를 측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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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서로  다른  광축을  가진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촬영광학조립체  및  상기  촬영  광학조립체의  부분을 이
루는  가동줌렌즈를  포함하는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시야를 변
화시키기  위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에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이동시키는  수단, 스트
로보  조립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에  연동하여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를  이동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
하고,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는  고정  정렌즈와  가동  부렌즈를  가지되  상기  정렌즈는  상기 부렌즈보
다  촬영되는  피사체에  더  가깝게  위치된  제1렌즈군과,  적어도  하나의  고정  부렌즈로  구성되는 제2렌
즈군,  적어도  하나의  고정  정렌즈로  구성되는  제3렌즈군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렌즈군은  상기 파
인더  광학조립체의  광축을  따라서  상기  피사체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며,  상기  제3렌즈군은  상기 파
인더  광학조립체의  광축을  따라서  상기  피사체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며,  이로써  상기  파인더 광학
조립체는  적어도  2개의  고정렌즈와,  상기  적어도  2개의  고정렌즈  사이에  위치된  적어도  하나의 가동
렌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군 부렌즈와 상기 제3군 정렌즈는 각각 전방 및 후방면을 가지며,  상기 
제2군  부렌즈의  후방면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사하며,  상기  제3군  렌즈의  전방면은  적어도  하나의 
브라이트 프레임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제3군  렌즈의 상기 전방면은 2개의 브라이트 프레임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4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제3군 렌즈는 제1 및 제2정렌즈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5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는  프리즘과,  상기  프리즘을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광축을 따라 있는 위치로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즘은  2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으며,  그중  하나는  상기  프리즘이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광축에서  벗어나  위치하는  비작동  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상기  카메라가 매크
로  모드에  있을  때  상기  프리즘이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광축상에서  상기  제1렌즈군의  상기 고
정렌즈와 상기 제1렌즈군의 상기 가동렌즈 사이에 위치되는 작동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7 

서로  다른  광축을  가진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촬영광학조립체를  구비한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촬영
광학조립체는  줌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카메라는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이동하는  수단,  스트로보  조립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를  이동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카메라는 
또한  삼각측량원리에  의해  상기  카메라의  필름면에서의  피사체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초
점조절하는  수단과,  상기  렌즈가  망원단위치를  지난  위치에  있는  매크로  모드에서  상기 거리측정장
치의  기선길이를  연장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기선길이  연장  수단은  상기  거리측정장치의 
수광기 형성부재의 축으로 이동가능한 광학쐐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쐐기는 프리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즘은  전방면,  후방면,  상단면  저면  및  2개의  측면을  가진  프레임내에 
위치되며,  상기  프레임의  중앙부는  상기  수광기의  광축을  따라  위치하며,  상기  프리즘은  상기 프레
임의 상부에 위치하며, 상기 전방면은 상기 프레임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길다란 슬릿을 
가지며,  상기  후방면은  빛이  상기  프레임을  빠져나가도록  하는  길다란  슬릿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후방면 슬릿은 상기 수광기 광축을 따라 위치하며,  상기 프리즘은 상기 슬
릿들  사이에  위치하여,  이로써  상기  전방면  슬릿으로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서  내부반사를  통해  상기 
후방면 슬릿을 통하여 나가도록 하는 수단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1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가능캠링은  상기  줌렌즈  주위에  위치하고,  상기  캠링은  그위에  위치된 
구동기어와  캠동작  돌출부를  포함하고,  상기  돌출부는  상기  광학쐐기의  하단과  맞물리고,  상기 광학
쐐기를  상기  광학부재에  부착된  스프링의  가압력에  대항해서  상기  수광기의  광축으로  선회시키는 수
단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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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광축의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촬영광학조립체를  가지는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촬영광학조
립체는  줌렌즈를  포함하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이동하는  수단,  스트로보  조립체,  및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를  이동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삼각측량원리에 
의해  카메라의  필름면에서의  피사체  거리를  측정하여  상기  카메라를  자동촛점조절하는  수단과,  상기 
카메라가  매크로  촬영모드에  놓일  때  피차체  거리측정장치의  기선을  연장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3 

서로  다른  광축의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촬영광학조립체를  가지는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촬영광학조
립체는  줌렌즈를  포함하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이동하는  수단,  스트로보  조립체  및  상기 줌
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를  이동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줌렌즈는 
전방렌즈군과  후방렌즈군으로  구성되며,  상기  카메라는  전방렌즈군  주위에  장착된  셔터블록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의 초점조절을 위해 단지 상기 전방 렌즈군만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5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의 렌즈군이 서로다른 직선변위만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카메라.

청구항 66 

촬영광학조립체와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가진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광학조립체들은  서로  다른 광축
을  가지며,  상기  촬영광학조립체는  줌렌즈의  광학길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가동렌즈군
을  구비한  줌  촬영렌즈를  포함하며,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는  줌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파인더의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가동렌즈를  포함하며,  또한  상기  카메라는  줌렌즈  시스템의 
초점거리에  따라  이동가능한  램프를  구비한  가변조사각  스트로보  조립체로  구성되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줌렌즈 구동용 모터와 상기 줌렌즈 둘레의 적어도 일부에 놓인 기어를 더  포함하며,  상기 기어
는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회전가능하며,  상기  파인더  조립체와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를 
상기  줌렌즈의  상기  광축을  따른  이동에  따라서  직선경로상으로  움직이는  구동수단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7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줌렌즈의  주위에  위치한  고리상  부재의  외주면에 회전가능하
게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8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촬영광축을  따라  고정축  위치에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69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 및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구동용 기어열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0 

서로  다른  광축의  파인더  광학시스템과  촬영광학시스템을  구비한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촬영광학시
스템은  상기  촬영광학시스템의  광학길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가동렌즈군을  구비한 줌
활영렌즈로  구성되며,  상기  파인더  광학시스템은  상기  촬영광학시스템과  분리되며,  줌렌즈의 초점거
리에  따라  파인더  시야를  변화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가동렌즈를  가지며,  상기  카메라는  또한 줌렌즈
의  초점거리에  따라  이동가능한  램프를  구비한  가변  조사각  스트로보  조립체,  및  상기  가동렌즈군의 
이동과  연동하여  이동하는  구동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구동부재는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구동부재는  상기  가동렌즈군을  둘러싸는 고리
상  부재의  외주면에  의해  구동되며,  상기  구동부재는  캠판,  상기  캠판상의  제1개구부에  맞물리며 상
기  파인더  광학시스템에  부착된  제1핀,  상기  캠판의  제2개구부에  맞물리며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에 
부착된  제2핀으로  구성되며,  상기  캠판  개구부들은  상기  핀들이  각각  위치되는  가변  배율  캠홈과 스
트로보  캠홈으로  구성되며,  상기  핀들은  줌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캠판은  상기  판의  후방에지로부터  하방으로  뻗은  횡방향  랙을  포함하며, 
상기  랙은  상기  랙에  직접  맞물리는  기어열을  통해서  상기  줌렌즈와  맞물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2 

서로  다른  광축을  가진  파인더  광학시스템과  촬영광학시스템을  구비하며,  또한  스트로보  조립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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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한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촬영광학시스템은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을  따라  이동가능한 줌렌즈
를  포함하며,  상기  파인더  광학시스템과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는  상기  촬영광학시스템의  광축과 평
행인  각각의  축을  따라  이동가능하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줌렌즈  주위의  적어도  일부에  위치하며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에  연동하여  상기  촬영광축  주위로  회전가능한  기어를  가지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기어의  회전운동을  상기  평행축을  따른  상기  파인더  광학시스템과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의 선
형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전환수단은  스트로보  조립체와  상기  파인더 광학
시스템을  구동하는  적어도  하나의  구동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구동부재는  스트로보  조립체와 파인더
광학시스템으로부터  외부로  뻗는  핀과  맞물리는  복수개의  홈을  구비한  캠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3 

제  67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파인더  광학시스템과  상기  스트로보  조립체의  양자를 구동하
도록 된 적어도 하나의 구동부재를 이동시키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4 

제  72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를  둘러싸는  원통형  캠링을  더  포함하며,  상기  캠링은  상기 줌렌즈
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프레임과  가동적으로  맞물리도록  된  적어도  하나의  홈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5 

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캠링은  복수개의  홈을  포함하며,  상기  줌렌즈는  상기  각각의  프레임에 부
착된  복수개의  렌즈로  구성되고,  각각의  렌즈프레임은  상기  캠링홈  중의  어느  하나와  맞물리는 돌출
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6 

서로  다른  광축을  가진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촬영광학조립체를  구비한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촬영
광학조립체는  가동줌렌즈를  포함하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줌렌즈를  이동시키고  상기  파인더 광학조
립체의  시야를  변화시키도록  상기  줌렌즈의  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이동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이동수단은  상기  촬영광축을  따라  상기  줌렌즈를  이동시키는  모터와 
캠링,  및  상기  줌렌즈의  주위의  적어도  일부에  위치된  적어도  하나의  기어를  포함하며,  상기  기어는 
상기 광축을 따른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에 연동하여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7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촬영광축을  따라  고정된  축상위치에서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8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회전될  때  상기  촬영광축에  평행한  축을  따라  상기  파인더 광학조
립체를 이동하는 이도수단의 적어도 일부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79 

제  78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수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의  회전운동에  의해  선형으로 구동되
는 캡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0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수단은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과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구동하는  기어열로  구성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는  상기  기어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1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는  줌렌즈  주위에  위치한  회전가능  캠링과  맞물리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는 상기 캠링에 부착되어 상기 캠링과 함께 회전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2 

제  8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는  상기  캠링주위에서  180°이상  뻗도록  상기  캠링 주
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3 

제  81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의  축에  부착된  제1피니언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1피니언은  상기 기
어의 적어도 하나와 맞물려서 상기 캠링을 회전 가능하게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4 

제  81  항에  있어서,  가동  캠판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어의  회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상기 캠판
을 이동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5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는  상기  줌렌즈를  서로  다른  초점거리의  복수개의  위치로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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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시키는  수단을  구성하고,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는  상기  줌렌즈의  이동에  따라  복수개의 위치
로 연속적으로 위치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는 DC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7 

서로  다른  광축을  가진  파인더  광학조립체와  촬영광학조립체를  구비한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촬영
광학조립체는  줌렌즈를  포함하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의  시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에  연동하여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이동하는  수단과,  스트로보  조립체를 
포함하고,  상기  줌렌즈는  전방렌즈군과  후방렌즈군으로  구성되고,  상기  카메라는  상기  전방렌즈군 
주위에 장착된 셔터블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8 

제  87  항에  있어서,  단지  상기  전방렌즈군만  상기  카메라의  초점조절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89 

제  87  항에  있어서,  상기  양자의  렌즈군이  다른  선형변위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카메라.

청구항 90 

촬영광학조립체와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가지며,  상기  촬영조립체는  줌렌즈를  포함하며,  상기  양자의 
광학조립체는  서로  다른  광축을  가지는  카메라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는  상기  촬영광학조립체의 광
학길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동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가동렌즈군을  가지며,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는  상기  줌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파인더시야를  변화시키도록  이동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가동렌즈
를  포함하며,  상기  카메라는  상기  줌렌즈의  주위에  위치된  캠링의  외주면의  적어도  일부에 회전가능
하게  위치된  적어도  하나의  기어를  포함하며,  상기  기어는  상기  줌렌즈의  줌이동에  연동하여  상기 
촬영광축을  따른  고정축  주위로  회전가능하여서,  상기  촬영광축을  따르는  상기  줌렌즈의  이동에 반
응하여  선형적으로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를  이동시키는  구동수단의  적어도  일부를  이루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91 

제  90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어는 상기 파인더 광학조립체 구동용 기어열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9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카메라몸체,  상기  카메라몸체와  상기  줌렌즈  사이에  접속된 가요
성  프린트  회로기판,  상기  카메라몸체와  상기  줌렌즈의  어느  하나에  장착되어  상기  가요성  프린트 
회로기판을 안내하며 겹침부를 형성하는 안내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청구항 9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줌렌즈는  렌즈경통,  상기  렌즈경통  주위를  회전가능한  고리상  부재,  상기 
고리상 부재에 대하여 상기 렌즈경통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수단,  상기 경통과 상기 고리상 부재 사
이의 공간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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