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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으로서,
안경다리 및 상기 안경다리와 일체인 제1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으로서, 상기 안경다리는 마감면을
갖고, 상기 제1 가이드는 상기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와 상기 안경다리 상의 제2 위치 사이로 연장하고, 상기
제1 가이드는 상기 안경다리의 측면 상에 형성되고 상기 안경다리의 두께를 통해 부분적으로 연장하거나 상기
안경다리로부터 돌출하고, 상기 제1 가이드는 기부 및 상기 기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측벽을 포함하고, 상
기 안경다리의 마감면은 상기 기부의 표면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측벽의 표면을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과,
상기 안경다리에 이동 가능하게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로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상기 제1 가이드에 결합된 제
2 가이드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와,
상기 전자 디바이스를 상기 안경다리에 고정하는 부착 시스템으로서, 이에 의해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상기 안
경다리에 고정되어 유지되면서 가이드를 따라 이동 가능한, 부착 시스템
을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이드는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이드는 상기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에 형성되고, 상기 제1 위치는 상기 안경다리의
전방 단부에 있고, 상기 제2 위치는 상기 안경다리의 후미 단부로부터 상기 안경다리의 길이의 약 1/3의 거리에
있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이드는 홈이고, 상기 홈의 깊이는 2 mm 이하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이드는 홈이고, 상기 홈의 폭은 4 mm 이하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가이드는 홈이고, 상기 홈의 길이는 10 mm 내지 145 mm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상기 부착 시스템과 결합하도록 구성된 표면 특징부를 포함하고, 상기
부착 시스템은 둥근형 단면을 갖는 탄성 밴드를 포함하고, 상기 단면의 직경은 2 mm 이하인, 전자 디바이스 시
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안경다리는 제1 부분 및 오프셋 거리만큼 상기 제1 부분으로부터 오프셋된 제2 부분을 포
함하고, 상기 오프셋 거리는 상기 탄성 밴드의 두께보다 크거나 같은,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경다리는 금속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가이드는 상기 금속부 내에 위치되는, 전자 디
바이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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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경류 프레임은 상기 전자 디바이스에 결합되거나 그 내에 매립된 자석과 결합하도록 구
성된 금속 스트립을 상기 안경다리 내에 더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상기 안경다리에 제거 가능하게 결합된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상기 안경다리에 피벗식으로 결합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상기 카메라의 축에 대해 각형성되도록 구성된 화상 캡처 디바이스를 포
함하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카메라이고, 상기 카메라는 방수형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카메라이고, 상기 카메라는 하우징의 외부면 상에 제공된 유연한 재료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카메라이고, 상기 카메라는 상기 안경다리의 탭에 응답하여 또는 음성
명령에 응답하여 화상을 캡처하도록 구성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카메라이고, 상기 카메라는 카메라 전방 단부를 포함하고, 상기 카메라
는 상기 카메라가 상기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로 이동될 때 상기 안경류 프레임과 일렬로 또는 그 전방에 상기
카메라 전방 단부를 위치설정하도록 구성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각각 약 8 mm의 폭 및 높이 그리고 약 25 mm 내지 약 30 mm의 길이를 갖
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6,000 입방 밀리미터 미만의 체적을 갖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
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3,000 입방 밀리미터 미만의 체적을 갖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
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2,000 입방 밀리미터 미만의 체적을 갖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
템.
청구항 22

-4-

공개특허 10-2017-003928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6 mm 내지 12 mm의 높이를 갖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6 mm 내지 12 mm의 폭을 갖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12 mm 내지 45 mm의 길이를 갖는 카메라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5
제12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프로세서 및 상기 카메라에 의해 캡처된 화상을 중
심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서 실행 가능 명령을 포함하는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 실행 가능 명령은 화
상의 중심을 검출하고 화상을 크롭핑함으로써 화상의 중심을 재배치하게 상기 카메라를 프로그램하도록 구성되
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실행 가능 명령은 하늘에 대응하는 상기 캡처된 화상 내의 제1 물체와 지면에
대응하는 상기 캡처된 화상 내의 제2 물체 사이의 색 차이를 검출함으로써 지평선의 위치를 결정하여 수직 방향
에서 상기 화상을 중심설정하게 상기 카메라를 프로그램하도록 추가로 구성되고, 상기 화상의 수평 중심을 검출
하고 수평 방향에서 상기 화상을 크롭핑하여 상기 수평 중심이 상기 화상의 좌측과 우측 사이에 균등하게 이격
되게 함으로써 수평 방향에서 상기 화상을 중심설정하게 상기 카메라를 프로그램하도록 추가로 구성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안경류 프레임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렌즈를 더 포함하고, 상
기 하나 이상의 렌즈는 처방 렌즈, 비처방 렌즈, 착색 렌즈, 교환형 착색 렌즈, 가변 초점 렌즈, 절환형 초점
렌즈, 또는 이의 조합을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8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으로서,
안경다리 및 상기 안경다리와 일체인 제1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으로서, 상기 안경다리는 마감
면을 갖고, 상기 고정 제1 가이드는 상기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와 상기 안경다리 상의 제2 위치 사이로 연장
하고, 상기 제1 고정 가이드는 상기 안경다리의 측면 상에 형성되고 상기 안경다리의 두께를 통해 부분적으로
연장하거나 상기 안경다리로부터 돌출하고, 상기 제1 고정 가이드는 기부 및 상기 기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측벽을 포함하고, 상기 안경다리의 마감면은 상기 기부의 표면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측벽의 표면을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과,
상기 안경다리에 이동 가능하게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로서, 상기 전자 디바이스는 상기 제1 고정 가이드에 결합
된 제2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고정 가이드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가 제1 가이드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상기 안경다리 상에 상
기 전자 디바이스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정 가이드는 홈 또는 레일을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고정 가이드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전자 디바이스가 상기 제1 가이드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상기 안경다리 상에 상기 전자 디바이스를 유지하도록 구성된 단면 형상을 갖는, 전자 디바
이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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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관련 출원의 상호 참조

[0002]

본 출원은 2014년 8월 3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카메라 시스템 및 부착 기구를 갖는 안경류(EYEWEAR WITH
CAMERA SYSTEM AND ATTACHMENT MECHANISM)"인 미국 가출원 제62/032,589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
의 이익을 청구한다.

[0003]

전술된 가출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본 출원은 또한 2014년 9월 3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다회용 부착형 안경류 카메라(MULTI-USE ATTACHABLE
EYEGLASS CAMERA)"인 미국 가출원 제62/045,246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

술된 가출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04]

본 출원은 또한 2014년 12월 3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안경류용 카메라 시스템(CAMERA SYSTEM FOR EYEWEA
R)"인 미국 가출원 제62/086,747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05]

본 출원은 또한 2014년 12월 15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카메라용 안경류 시스템(EYEWEAR SYSTEM FOR
CAMERA)"인 미국 가출원 제62/091,697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

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06]

본 출원은 또한 2015년 4월 28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무선 에너지 전달이 가능한 카메라 시스템(CAMERA
SYSTEM CAPABLE OF WIRELESS ENERGY TRANSFER)인 미국 가출원 제62/153,999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
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0007]

전술된 가출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본 출원은 또한 2014년 9월 11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안경다리 트랙을 갖는 안경류(EYEWEAR WITH TEMPLE
TRACK)"인 미국 가출원 제62/048,820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원

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08]

본 출원은 또한 2014년 9월 19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트랙을 포함하는 패셔너블 안경류(FASHIONABLE EYEWEAR
COMPRISING A TRACK)"인 미국 가출원 제62/052,910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09]

본 출원은 또한 2014년 9월 22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트랙을 포함하는 안경류(EYEWEAR COMPRISING A
TRACK)"인 미국 가출원 제62/053,275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원

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10]

본 출원은 또한 2015년 3월 30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최적화된 안경류 트랙 및 전자 디바이스용 부착 수단
(OPTIMIZED EYEWEAR TRACK AND ATTACHMENT MEANS FOR ELECTRONIC DEVICE)"인 미국 가출원 제62/140,276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11]

본 출원은 또한 2015년 4월 28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안경류 트랙, 무선 에너지 전달 시스템 및 전자 디바이
스용 부착 수단(EYEWEAR TRACK, WIRELESS ENERGY TRANSFER SYSTEM AND ATTACHMENT MEANS FOR ELECTRONIC
DEVICE)"인 미국 가출원 제62/154,007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

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12]

본 출원은 또한 2014년 11월 17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가이드를 갖는 안경류(EYEWEAR
WITH GUIDE FOR WEARABLE DEVICES)"인 미국 가출원 제62/080,437호의 선출원일의 35 U.S.C. 119 하에서의 이익
을 청구한다.

전술된 가출원은 임의의 목적으로 그대로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합체되어 있다.

[0013]

기술분야

[0014]

본 발명은 웨어러블 전자 디바이스, 예를 들어 웨어러블 카메라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안경
류 또는 다른 웨어러블 물품에 이러한 카메라 시스템과 같은 전자 디바이스를 부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배 경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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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세상은 급속하게 즉각적 또는 거의 즉각적 정보 가용성의 세계가 되고 있다.
이다.

특정의 이 정보는 사진 및 비디오

게다가, 지능형 무선 디바이스 및 앱은 신속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쉽게 이 정보의 전달을 허용한다.

1

조 초과의 디지털 사진이 2015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대한 대부분은 휴대폰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다.

또한, 현재 세계에서 60억 초과의 휴대폰이 소유되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는 대략 40억개의

휴대폰이 연계된 카메라를 갖는다.
[0016]

세계의 20억명이 처방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대략 3억개의 안경이 매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통상의 안경

은 카메라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주로 안경/안경류가 소비자에 의해 패션 아이템인 것으로 인식되
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의 통상의 기술에 의해 안경류에 통상의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안경 또는 안경류의

미관 또는 패션룩(fashion-look)을 해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예는 이 기술 분야에서의 몇몇 단점을 처리할

수도 있다.

발명의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0017]

웨어러블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 예를 들어 웨어러블 카메라 시스템, 및 안경류 또는 다른 웨어러블 물품에 카
메라와 같은 전자 디바이스를 부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설명된다.

[0018]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은 안경다리(temple) 및 안경다리와 일체인 제1 가이드를 포함
하는 안경류 프레임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경다리는 마감면(finished surface)을 갖고, 제1 가이드는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와 안경다리 상의 제2 위치 사이로 연장한다.

제1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측면 상에 형성되고 안경

다리의 두께를 통해 부분적으로 연장하거나 안경다리로부터 돌출할 수도 있고, 제1 가이드는 기부 및 기부에 인
접한 적어도 하나의 측벽을 포함하고, 안경다리의 마감면은 기부의 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측벽의 표면을 포함
한다.

시스템은 안경다리에 이동 가능하게 결합되고, 제1 가이드에 결합된 제2 가이드를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

스와, 전자 디바이스를 안경다리에 고정하는 부착 시스템을 더 포함할 수도 있고, 전자 디바이스는 안경다리에
고정되어 유지되면서 가이드를 따라 이동 가능하다.

몇몇 예에서, 제1 가이드는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19]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은 안경다리 및 안경다리와 일체인 제1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경다리는 마감면을 갖고, 제1 고정 가이드는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와
안경다리 상의 제2 위치 사이로 연장한다.

제1 고정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측면 상에 형성될 수도 있고 안경다

리의 두께를 통해 부분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또는 안경다리로부터 돌출할 수도 있다.

제1 고정 가이드는 기

부 및 기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측벽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경다리의 마감면은 기부의 표면 및 적어도 하
나의 측벽의 표면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고정 가이드는 전자 디바이스가 제1 가이드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안경다리 상에 전자 디바이스를 유지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제1 고정 가이드는 레일 또는 홈

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0]

본 발명의 상기 목적, 특징, 태양 및 수반하는 장점은, 첨부 도면과 함께 취해질 때, 본 발명을 실시하는 현재
고려되는 최선의 모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실시예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시스템의 다른 도면이다.
도 3은 도 1의 시스템의 또 다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비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부분도이다.
도 5a는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부분도이다.
도 5b는 도 5a의 시스템의 다른 부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안경류용 두갈래형 안경다리(bifurcated temple)의 측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예에 따른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의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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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예에 따른 오프셋을 포함하는 안경다리의 도면이다.
도 9a 내지 도 9d는 예를 들어 비고정 가이드(도 9a) 및 고정 가이드(도 9b, 도 9c, 도 9d)와 같은, 본 명세서
의 몇몇 예에 따른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의 단면도이다.
도 10a 및 도 10b는 본 명세서의 몇몇 예에 따른 암형 홈을 포함하는 가이드의 단면도이다.
도 11a 내지 도 11f는 본 명세서의 다른 예에 따른 가이드의 단면도이다.
도 12a 내지 도 12c는 전자 디바이스를 안경다리에 고정하기 위한 자기 수단을 포함하는 고정 가이드의 단면도
이다.
도 13a 내지 도 13e는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카메라의 도면이다.
도 14a 및 도 14b는 본 명세서의 몇몇 예에 따른 슈(shoe)를 사용하는 안경다리와의 슬라이드식 결합을 위해 구
성된 카메라의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카메라의 도면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예에 따른 카메라의 도면이다.
도 17a는 본 명세서의 예에 따른 분할형 수형 레일과의 결합을 위해 구성된 더브테일 암형 홈을 포함하는 가이
드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17b는 도 17a의 예에 따른 분할형 수형 레일을 도시하고 있다.
도 17c는 도 17a의 예에 따른 더브테일 암형 홈을 도시하고 있다.
도 18a 내지 도 18c는 본 명세서의 몇몇 예에 따른 안경다리에 슬라이드식 및 피벗식으로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
의 도면이다.
도 19a 내지 도 19d는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시스템의 평면 등각도, 정면 등각도, 측면 등각도, 및 부분 등
각도이다.
도 20a 내지 도 20d는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시스템의 정면 등각도, 측면 등각도, 및 부분 등각도이다.
도 21a 내지 도 21c는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카메라의 도면이다.
도 22는 본 발명의 예에 따른 O-링의 형태의 신장형 밴드의 단면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1]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은 안경다리(temple) 및 안경다리와 일체인 제1 가이드를 포함
하는 안경류 프레임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경다리는 마감면을 갖고, 제1 가이드는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와
안경다리 상의 제2 위치 사이로 연장한다.

제1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측면 상에 형성되고 안경다리의 두께를 통

해 부분적으로 연장하거나 안경다리로부터 돌출할 수도 있고, 제1 가이드는 기부 및 기부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의 측벽을 포함하고, 안경다리의 마감면은 기부의 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측벽의 표면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안경다리에 이동 가능하게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를 더 포함할 수도 있고, 전자 디바이스는 제1 가이드에 결합된
제2 가이드를 포함한다.

몇몇 예에서, 제1 가이드는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제1 및

제2 고정 가이드는 전자 디바이스가 제1 가이드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안경다리 상에 전자 디바이스를 유지하도
록 구성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를 안경다리에 고정하는 부착 시스템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전자 디바이스는 안경다리에 고정되어 유지되면서 가이드를 따라 이동 가능하다.
[0022]

도 1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웨어러블 카메라 시스템(100)의 도면이다.
착된 안경류(105) 및 전자 디바이스(130)를 포함한다.
(110)을 포함한다.

시스템(100)은 그에 부

안경류(105)는 안경다리(112)를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

통상적으로, 안경류 프레임(110)은 착용자의 머리의 각각의 측면에 하나씩, 한 쌍의 안경다

리(112)(예를 들어, 좌측 및 우측 안경다리)를 포함한다.
레임의 렌즈부(117)에 피벗식으로 결합된다.

몇몇 예에서, 안경다리(112)는 힌지(113)를 거쳐 프

렌즈부는 한 쌍의 렌즈(102), 예를 들어 비한정적으로, 처방

렌즈, 비처방 렌즈, 착색 렌즈, 교환형 착색 렌즈, 가변 초점 렌즈, 절환형 초점 렌즈,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
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렌즈부는 도 1 내지 도 3의 예에서와 같이, 테(rim)(104)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렌즈부는 다른 실시예에서 무테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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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안경류 프레임(110)의 안경다리(112) 중 하나 또는 모두는 안경류 프레임(110)의 안경다리에 전자 디바이스
(130)를 결합하기 위한 가이드(120)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가이드(120)는 서로 슬라이드식 결합을 위해 구성된

제1 가이드 및 제2 가이드를 포함하는 부착 시스템의 부분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120)는 전자

디바이스(130) 상의 제2 가이드와 슬라이드식 결합을 위해 구성된 제1 가이드일 수도 있다.

제1 가이드[예를

들어, 가이드(120)]는 본 명세서의 임의의 예에 따라 구현될 수도 있는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전자
디바이스 상의 제2 가이드는 제1 가이드(120)의 레일 또는 홈과 협동 끼워맞춤을 위해 구성된 홈 또는 레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전자 디바이스(130)는 카메라 시스템과 같은 소형화된 자립형 전자 시스템 또는 간단히 카

메라(132)일 수도 있다.

전자 디바이스(130)는 사실상 임의의 소형화 전자 디바이스, 예를 들어 비한정적으로,

카메라, 화상 캡처 디바이스, IR 카메라, 스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화상 센서, 리피터(repeater), 공진기,
센서, 보청기, 사운드 증폭기, 방향성 마이크로폰, 전자 부품 지원 안경류, 분광계, 방향성 마이크로폰, 마이크
로폰, 카메라 시스템, 적외선 비전 시스템, 야간 시력 보조기, 야간 라이트, 조명 시스템, 센서, 보수계
(pedometer), 무선 셀폰, 휴대폰, 무선 통신 시스템, 프로젝터, 레이저, 홀로그래픽 디바이스, 홀로그래픽 시스
템, 디스플레이, 라디오, GPS, 데이터 저장 장치, 메모리 저장 장치, 전력 소스, 스피커, 전도 검출기(fall
detector), 경보 모니터, 지오로케이션, 펄스 검출, 게이밍, 눈 추적, 동공 모니터링, 경보, CO 센서, CO 검출
기, CO2 센서, CO2 검출기, 공기 미립자 센서, 공기 미립자 미터, UV 센서, UV 미터, IR 센서, IR 미터, 열 센
서, 열 미터, 열악 공기 센서, 열악 공기 모니터, 구취 센서, 구취 모니터, 알코올 센서, 알코올 모니터, 모션
센서, 모션 모니터, 온도계, 스모크 센서, 스모크 검출기, 약물 알림기, 오디오 재생 디바이스, 오디오 레코더,
스피커, 음향 증폭 디바이스, 음향 캔슬링 디바이스, 보청기, 비디오 재생 디바이스, 비디오 레코더 디바이스,
화상 센서, 전도 검출기, 경보 센서, 경보 모니터, 건강 센서, 건강 모니터, 휘트니스 센서, 휘트니스 모니터,
생리학 센서, 생리학 모니터, 무드 센서, 무드 모니터, 스트레스 모니터, 보수계, 모션 검출기, 지오로케이션,
펄스 검출, 무선 통신 디바이스, 게이밍 디바이스, 눈 추적 디바이스, 동공 센서, 동공 모니터, 자동화 리마인
더, 라이트, 경보, 셀폰 디바이스, 전화기, 모바일 통신 디바이스, 열악 공기질 경보 디바이스, 수면 검출기,
졸음 검출기, 알코올 검출기, 온도계, 굴절 에러 측정 디바이스, 파면 측정 디바이스, 수차계, GPS 시스템, 스
모크 검출기, 약물 알림기, 스피커, 동역학 에너지 소스, 마이크로폰, 프로젝터, 가상 키보드, 얼굴 인식 디바
이스, 음성 인식 디바이스, 사운드 인식 시스템, 방사능 검출기, 방사선 검출기, 라돈 검출기, 습기 검출기, 습
도 검출기, 대기압 지시기, 소음 지시기, 노이즈 지시기, 음향 센서, 거리계(range finder), 레이저 시스템, 토
포그래피 센서, 모터, 마이크로 모터, 나노 모터, 스위치, 배터리, 다이나모, 열 전력 소스, 연료 전지, 태양
전지, 동역학 에너지 소스, 열전 전력 소스일 수도 있다.
[0024]

가이드(120)는 안경다리(112)의 임의의 측면 상에, 예를 들어, 외측면(111), 상측면 및/또는 하측면(예를 들어,
도 5a 및 도 5b에서와 같이),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 상에 제공될 수도 있다.

가이드(120)는 예를 들어, 화

살표(140)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미리 결정된 방향을 따라 전자 디바이스(130)[예를 들어, 카메라(132)]의
이동을 안내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이드(120)는 전자 디바이스(130)가 안경다리(112)에 결합

될 때 전자 디바이스(130)의 하나 이상의 자유도를 제약할 수도 있다.
은 하나 이상의 미리 결정된 방향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전자 디바이스(130)의 이동

몇몇 예에서, 가이드(120)는 실질적으로 안경다리의

종방향(140)을 따라 전자 디바이스(130)의 이동을 안내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길이방향이라

또한 칭하는 종방향은 실질적으로 안경다리(112)의 길이를 따라 배향된 방향일 수도 있다.
의 전방부에서 시작하여 안경다리의 후방부로 연장할 수도 있다.
하여 안경다리의 후방 일 반부로 연장할 수도 있다.
후방 1/3부로 연장할 수도 있다.
도 있다.

가이드는 안경다리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전방 일 반부에서 시작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전방 1/3부에서 시작하여 안경다리의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전방부에서 시작하여 안경다리의 후방 반부로 연장할 수

전자 디바이스는 가이드의 전방부와 가이드의 후방부 사이의 지점에서 가이드 상에 로딩될 수 있다.

전자 디바이스는 가이드의 전방부에서 가이드 상에 로딩될 수 있다.
이드 상에 로딩될 수 있다.

전자 디바이스는 가이드의 후방부에서 가

전자 디바이스는 안경다리의 전방부에서 가이드 상에 로딩될 수 있다.

전자 디바

이스는 안경다리의 후방부에서 가이드 상에 위치될 수 있다.
[0025]

본 발명에 따른 가이드는 고정 가이드 또는 비고정 가이드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고정 가이드는 미리 결정된

방향[예를 들어, 종방향(140)]을 따라 전자 디바이스[예를 들어, 카메라(132)]의 이동을 안내하고 전자 디바이
스[예를 들어, 카메라(132)]를 적소에 유지하도록[예를 들어, 안경다리(112)와 결합하여] 구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정 가이드는 가이드(120)와 결합하여 전자 디바이스[예를 들어, 카메라(132)]를 유지하도록 구성
된 특징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고정 가이드는 카메라(132)의 6개의 자유도 중 5개(모든 3개의

회전 및 3개 중 2개의 병진)를 제약하고 1개의 자유도[미리 결정된 방향, 예를 들어 종방향(140)에서 병진]를
비제약 상태로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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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

비고정 가이드는 디바이스가 가이드(120)로부터 결합해제하게 할 수도 있는 방향을 포함하여 다른 방향을 따른
전자 디바이스(130)의 이동을 또한 허용하면서 미리 결정된 방향을 따른 전자 디바이스(130)의 이동을 안내하도
록 구성될 수도 있다.

즉, 비고정 가이드는 미리 결정된 이동 방향에 대응하는 경로를 따라 전자 디바이스

(130)를 안내하기 위해 적절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자유도만을 제약할 수도 있다.
구가 가이드(120)와 결합하여 전자 디바이스(130)를 유지하도록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에서, 고정 기
몇몇 예에서, 고정 기구는

예를 들어, 도 4를 참조하여 더 후술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밴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밴드의 예는, 비

한정적으로, 조절형 스트랩, O-링과 같은 탄성 링, 신장형 슬라이드 부재,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도 있다.

몇

몇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를 안경류에 부착하기 위한 부착 시스템은 상이한 크기 및/또는 기하학 형상을 갖는
안경다리에 전자 디바이스를 결합하기 위해 구성된 복수의 밴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는 상이한 직경을 갖는 복수의 탄성 링(예를 들어, O-링)을 포함할 수도 있다.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복수의 밴드

몇몇 예에서, 고정 기구는 자기

예를 들어, 안경다리는 예를 들어, 도 11a 및 도 11b 뿐만 아니라 도 12a 및 도 12b

를 참조하여 더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전자 디바이스 상의 자석에 자기 결합을 위해 안경다리에 부착되거나 안경
다리 내에 매립될 수도 있는 금속 재료(예를 들어, 금속 부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27]

도 1 내지 도 3의 예에서, 가이드(120)는 제2 가이드의 수형 레일(124)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내부에 수용하
도록 구성된 암형 홈(122)을 포함한다.

수형 레일(124)은 전자 디바이스 상에 제공될 수도 있고 암형 홈(122)

과 협동 끼워맞춤을 위해 성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형 레일(124)은 암형 홈(122)의 홈 내로 삽입을 위

해 치수 설정되고 성형된 돌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구성된다.

도 1 내지 도 3의 예에서, 가이드(120)는 고정 가이드로서

암형 홈(122)은 수형 레일(124)이 암형 홈(122)으로부터 결합해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택된 단면

형상을 포함한다.

본 예에서, 암형 홈(122)은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단면을 갖고, 수형 레일(124)은 암형 홈

(122) 내에 끼워지도록 성형되고 치수 설정된 반전된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단면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다리

꼴 단면을 갖는 암형 홈(122)은, 홈의 상부에서 암형 홈(122)의 폭이 홈(122)의 기부에서 암형 홈(122)의 폭보
다 작아서 이에 의해 홈에 일반적으로 수직인 방향에서 수형 레일(124)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을 암시한다.

도

2의 예에서 홈 및 레일에 의해 형성된 슬라이드식 조인트의 기하학 형상은 또한 더브테일 기하학 형상이라 칭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슬라이드식 조인트는 또한 더브테일 단면 형상을 갖는 것으로 일컬을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홈은 암형 홈과 상호교환 가능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레일은 수형 레일과 상호교환 가능하게 사용
될 수도 있다.
[0028]

도 1 내지 도 3에 더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자 디바이스[예를 들어, 카메라(132)]는 중간 구성요소, 예를
들어 슈(134)를 사용하여 안경다리(112)에 결합될 수도 있다.
성될 수도 있고, 제2 가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결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슈는 강성 플라스틱 재료와 같은 강성 재료로 형

슈는 제2 가이드를 거쳐 제1 가이드(120)와 슬라이드식으로

예를 들어, 가이드(120)가 본 예에서와 같이 암형 홈(122)을 포함하면, 슈는 수

형 레일(124)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슈는 암형 홈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경다리(112)는 슈(134)

의 암형 홈 내에 삽입을 위해 구성된 수형 레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
(130)[예를 들어, 카메라(132)]에 제거 가능하게 결합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감싸도록 구성된 기하학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슈(134)는 전자 디바이스
몇몇 예에서, 슈는 카메라(132)를 적어도

몇몇 예에서, 슈는 일반적으로 C형 단면을 가질

다른 예에서, 슈는 예를 들어, 더 후술되는 도 5a 및 도 5b의 예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I형 단면

을 가질 수도 있다.
[0029]

슈(134)는 일반적으로 평면형 본체(136) 및 본체(136)의 대향 단부들 상에 배치된 일반적으로 수직 연장부[쌍의
연장부 중 단지 하나, 즉 연장부(137)만이 도 2에서 가시화되어 있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연장부는 전자 디

바이스(130)[예를 들어, 카메라(132)]의 대향 측면들, 예를 들어 상측면 및 하측면과 결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슈(134)는 전자 디바이스(130)[예를 들어, 카메라(132)]의 전방 측면 및 후미 측면과 결합

할 수도 있다.

쌍의 연장부의 각각은 카메라(132)의 하우징(154)과 스냅 결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들어, 연장부(137)는 하우징(154)의 표면 특징부 내에 수용될 수도 있는 부착 특징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슈

(134)는 카메라의 길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도 있는(예를 들어, 도 16b에서와 같이) 또는 카메라의 길이보다
짧은(예를 들어, 도 1 내지 도 3에서와 같이) 길이를 가질 수도 있다.
라(132)와 단단히 결합되도록 선택될 수도 있다.
내지 1/4일 수도 있다.
[0030]

길이는 그에 결합될 때 슈(134)가 카메

몇몇 예에서, 슈(134)의 길이는 카메라(132)의 길이의 약 1/2

몇몇 예에서, 슈의 길이는 카메라(132)의 길이의 약 1/3일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가이드는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와 안경다리 상의 제2 위치 사이에서 안경다리
를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제1 가이드는 예를 들어, 도 1 내지 도 4의 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안경다리 상의 제1 위치는 안경다리의 전방 단부에서의 위치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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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안경다리 상의 제2 단부는 안경다리의 후미 단부 부근의 위치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2 위치는

안경다리의 후미 단부의 전방의 안경다리의 길이의 약 1/3의 거리인 위치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길이의 특정 퍼센트로 연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길이의 약 50%, 약 60%,
약 70%, 또는 약 80% 또는 안경다리의 길이의 약 40% 내지 약 90% 사이의 임의의 위치에 연장될 수도 있다.
[0031]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전자 디바이스의 폭이 안경다리의 내부와 착용자의 머리 사이의 거리보다 큰 귀에 가장
근접한 위치로 전자 디바이스가 이동될 수 있도록 안경다리를 따라 충분히 멀리 연장한다.

예를 들어, 전자 디

바이스는, 전자 디바이스의 폭이 착용자의 얼굴이 안경다리 내부에 위치되면 착용자의 얼굴을 타격하게 될 것인
장소에 도달하기에 충분히 후방으로 착용자의 귀를 향해 가이드를 따라 이동될 수도 있도록 안경다리의 적어도
부분적으로 위, 아래, 또는 외부에 위치될 수도 있다.

가이드는 안경다리 내부에, 안경다리 외부에, 안경다리

의 상부 또는 하부에, 또는 이들의 조합에 있을 수도 있다.
[0032]

도 4는 안경류 프레임(210)(도 4에 단지 부분적으로만 도시되어 있음)의 안경다리(212)를 포함하는 시스템(20
0)의 부분도이다.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시스템은 안경다리(212)와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된 카메라(232)를 또한 포함할

카메라(232)는 카메라(232)가 안경다리(212)를 따라 이동 가능하도록 가이드(220)를 거쳐 안경다리

(212)와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된다.

예를 들어, 카메라(232)는 안경다리(212)의 길이를 따라 제1 위치와 제2 위

치 사이에서 이동 가능할 수도 있다.

제1 위치는 전방 위치일 수도 있고, 제2 위치는 후미 위치일 수도 있다.

카메라(232)가 제1 위치에 있을 때, 카메라(232)의 전방 단부(233)는 안경다리(212)의 실질적으로 전방 단부
(206)에, 실질적으로 전방에, 또는 실질적으로 후미에 있을 수도 있다.

후미 위치는 시야로부터 카메라(232)를

실질적으로 은폐하도록 선택된 위치일 수도 있다[예를 들어, 안경류 프레임(210)을 착용하는 사람의 귀의 후방
에].
[0033]

도 4의 예에서, 가이드(220)는 안경다리(212)의 길이방향(240)을 따라 카메라(232)의 이동을 안내하도록 구성된
다.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220)는 안경다리(212)의 길이의 적어도 일부를 따라 연장한다.

다리는 제1 부분(214) 및 제2 부분(216)을 포함한다.

몇몇 예에서, 안경

안경다리(212)의 제1 부분(214)[예를 들어, 전방부(21

4)]은, 안경다리(212)가 예를 들어 착용자의 머리와 결합을 위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착용자의 귀의 뒤에 배
치를 위해, 하향으로 만곡하는 위치로 안경다리(212)의 전방 단부(206)로부터 연장할 수도 있다.

안경다리

(212)의 제2 부분(216)[예를 들어, 후미부(216)]은 안경다리가 안경다리의 후미 단부(215)를 향해 만곡하는 위
치로부터 연장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212)의 길이, 예를 들어 제1 부분의 길이의 적어

도 일부를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을 넘어 연장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제1 부분의 길이를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제1 부분

가이드(220)는 카메라(232) 상의 제2 가이드와 결합하도록 구성되는 제1 가이드일

수도 있다.
[0034]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가이드는 고정 가이드 또는 비고정 가이드일 수도 있다.

고정 가이드는 디

바이스가 가이드를 따라 이동됨에 따라 전자 디바이스를 적소에 유지한다.

비고정 가이드는 디바이스가 가이드

를 따라 이동됨에 따라 전자 디바이스를 적소에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정 기구는 전자 디바이스가 가이

드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전자 디바이스를 비고정 가이드에 고정하기 위해 비고정 가이드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더 설명되는 바와 같이, 비고정 암형 홈(예를 들어, 도 4의 예에서와 같이), 고

정 암형 홈(예를 들어, 도 1 내지 도 3의 이전의 예에서와 같이), 비고정 수형 레일 또는 고정 수형 레일을 포
함할 수도 있다.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 배치되

거나 결합된 그리고/또는 전자 디바이스에 배치되거나 결합된 하나 이상의 레일 또는 하나 이상의 트랙을 포함
할 수도 있다.
것이다.

예를 들어 도 9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본 명세서에 설명된 가이드의 특정 예는 단지 예시적인

본 발명에 따른 임의의 레일 및/또는 트랙은 안경다리 또는 전자 디바이스 상에 상호교환 가능하게 제

공될 수도 있다.

안경다리에 대한 전자 디바이스용 안경다리 및 부착 시스템은 임의의 조합을 본 명세서에 설

명된 임의의 그 레일(들), 홈(들), 및 특징부 중 하나 이상을 갖는 가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35]

도 4의 예에서, 가이드(220)는, 가이드(220)가 카메라(232)의 이동을 안내하지만 카메라(232)를 안경류에 다른
방식으로 고정하지 않는 점에서, 비고정 가이드로서 구현된다.

고정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안경류에 결합되어

가이드(220)와 결합 상태로, 예를 들어 안경다리 상에 제공된 레일 또는 홈과 결합 상태로 유지되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도 4의 가이드(220)는 수형 레일(도시 생략)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비고정 암형 홈을 포함한다.

형 레일은 카메라(232) 내에 일체화되거나 결합될 수도 있다.
(254) 내에 일체화될 수도 있다.

수

예를 들어, 수형 레일은 카메라(232)의 하우징

다른 예에서, 수형 레일은 중간 구성요소(예를 들어, 도 1 내지 도 3의 예에

도시된 바와 같은 슈) 내에 일체화될 수도 있고, 중간 구성요소는 카메라(232)에 결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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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몇몇 예에서, 시스템(200)은 고정 기구(250)를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고정 기구는 카메라(232)를 가

이드(220)와 결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카메라(232)의 하우징(254) 상의 표면 특징부(256)와 결합하도록 구성
될 수도 있는 하나 이상의 밴드(252)를 포함할 수도 있다.

밴드(252)는 신장형 밴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4의 밴드(252)는, 안경다리(212)의 길이를 따른 카메라(232)의 이동을 허용하면서 안경다리(212)를 향해 카
메라(232)를 편의시키는 탄성 링(253)(예를 들어, 도 22의 예에서와 같은 O-링)으로서 구현된다.

신장형 밴드

는 비고정 가이드 상에 전자 디바이스를 고정하면서 안경류 안경다리의 디자인, 윤곽, 두께 및 폭의 변화에 적
응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고정 기구는 부가의 보호를 위해, 예를 들어 전자 디바이스가 우발적으로 고정

가이드로부터 결합해제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정 가이드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는 하우징(254)의 표면으로부터 연장할 수도 있는 리브(rib)를 포함할 수도 있다.

표면 특징부(256)

탄성 링(253)은 예를 들어,

안경다리(212)를 향해 카메라(232)를 편의시키기 위해 한 쌍의 리브 사이에 위치됨으로써, 표면 특징부(256)와
결합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표면 특징부(256)는 그 내부에 탄성 링(253)을 수용할 수도 있는 하우징(25

4)의 표면 내의 만입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표면 특징부는 전자 디바이스가 가이드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고

정 기구(예를 들어, 신장형 밴드)가 전자 디바이스로부터 슬라이드 제거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 방식으로,

표면 특징부는 전자 디바이스가 가이드를 따라 이동되는 동안 전자 디바이스와 부착 상태로 고정 기구를 유지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고정 기구(250)는 예를 들어, 도 12a 내지 도 12c를 참조하여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자기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37]

이제,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다른 예에 따른 안경류에 전자 디바이스를 부착하기 위한 제1 및 제2 가이드
를 포함하는 부착 시스템이 설명될 것이다.
고 있다.
한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300)의 부분도를 도시하

시스템(300)은 안경류 프레임의 안경다리(312)를 포함하고, 안경다리(312)는 제1 가이드(320)를 포함

가이드(320)는 전자 디바이스(330) 상의 제2 가이드와 슬라이드식 결합을 위해 구성된다.

전자 디바이스는 카메라일 수도 있다.

가이드(320)는 본 예에서 고정 가이드로서 구현된다.

경다리(312)의 대향 측면들 상에 배치된 한 쌍의 암형 트랙(322)을 포함한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320)는 안

즉, 가이드(320)는 안경다리

(312)의 제1 측면(318)[예를 들어, 상측면(318)] 상에 제공된 제1 홈(322-1)[예를 들어, 상부 홈(322-1)] 및
안경다리(312)의 제2 측면(319)[예를 들어, 하측면(319)] 상에 제공된 제2 홈(322-2)[예를 들어, 하부 홈(3222)]을 포함한다.
포함한다.

트랙(322-1, 322-2)은 폐쇄형 홈이라 또한 칭하는 일반적으로 U형 단면을 갖는 홈을

몇몇 예에서, 비한정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트랙은 L형 단면(또한 개방형 홈이라 칭함), 일반적으

로 C형 단면(또한 후크 홈이라 칭함), 역 T형 단면, V형 단면 또는 더브테일 단면과 같은 다른 단면을 가질 수
도 있다.

부분 폐쇄형 홈은 홈의 기부로부터 연장하는 2개의 대향하는 측벽을 포함하고, 측벽은 동일한 또는

상이한 높이를 갖는다.

개방형 홈은 단지 하나의 측벽만을 포함한다.

의 기부에 대향하는 상부벽을 포함한다.

후크 홈은 측벽 및 측벽에 인접하고 홈

역 T형 단면을 갖는 홈은 홈의 대향하는 측벽으로부터 서로를 향해 연

장하여, 이에 의해 홈의 상부 부분 및/또는 개구보다 더 넓은 기부를 갖는 홈을 형성하는 부분 상부벽을 포함한
다.
[0038]

V형 단면을 갖는 홈은 홈의 측벽 사이에 각도를 일반적으로 형성하는 기부를 포함한다.

본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330)는 슈(334)와 같은 중간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안경다리(312)에 결합된다.
(334)는 전자 디바이스(330)와 안경다리(312) 사이에 배치된다.
위해 구성되고, 전자 디바이스(330)와 결합을 위해 또한 구성된다.

슈

슈(334)는 가이드(320)와 슬라이드식 결합을
슈(334)는 일반적으로 I형 단면이다.

슈(334)는 일반적으로 평면형 기하학 형상을 갖는 본체(336)를 포함한다.

즉,

슈(330)는 본체(336)에 본체의 대향

단부들로부터 일반적으로 수직인 제1 방향을 향해 연장하는 한 쌍의 수형 레일(324-1, 324-2)을 포함하는 가이
드를 더 포함한다.

각각의 수형 레일(324-1, 324-2)은 암형 트랙(322)[예를 들어, 제1 및 제2 트랙(322-1,

322-2 각각)]의 각각의 것 내로 삽입을 위해 구성된다.

슈(334)는 예를 들어 제1 방향에 대향하는 제2 방향으

로 본체(336)로부터 연장하는 연장부(337, 338)를 거쳐, 전자 디바이스(330)에 결합되도록 또한 구성된다.
[0039]

이제, 도 6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안경다리의 부가의 특징부가 설명된다.

[0040]

몇몇 예에서, 예로서 연장된 가이드가 없이 다른 방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것보다 더 양호하게 사용자의 귀의
뒤로 전자 디바이스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자가 전자 디바이스를 더 후미로 슬라이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도 있는 연장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도 6은 안경다리(612), 이 경우에 두갈래형 안경

다리(612)와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630)를 포함하는 다른 시스템(600)의 부분도를 도시하고 있
다.

안경다리(612)는 홈(622)을 포함하는 가이드(620)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도시되지 않았지만, 가이드

(620)는 다른 예에서, 레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

(630)는 슈(634)를 사용하여 가이드(620)에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된다.
[0041]

안경다리(612)는 전방부(614) 및 후미부(616)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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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으로 갈라진다.

후미 상부 부분(616-1)은 일반적으로 전방부(614)와 일렬일 수도 있고, 반면에 후미 하

부 부분(616-2)은 하향으로 만곡될 수도 있어, 따라서 또한 만곡부(616-2)라 칭한다.
(612)의 전방부(614) 및 후미 상부 부분(616-1)을 따라 연장한다.

가이드(620)는 안경다리

가이드(620)는 전방부(614) 및 후미 상부 부

분(616-1) 각각의 길이의 일부 또는 실질적으로 모두를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안경다리(612)의 만곡부(616-

2)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의 뒤 및/또는 주위에 끼워지도록 성형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예를

들어 도 1 내지 도 5의 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곡부에 근접하여 또는 앞에서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

에서, 전자 디바이스가 이동 가능할 수도 있는 가장 먼 위치는 만곡부에서의 또는 앞의 위치일 수도 있다.

도

6의 예에서, 두갈래형 안경다리(612)는 전자 디바이스(630)에 이용 가능한 진행량을 늘릴 수도 있어, 전자 디바
이스(630)가 렌즈부(이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음)에 대해 더 멀리 후방에 위치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시
야로부터 더 양호하게 은폐될 수도 있게 된다.
[0042]

도 7은 상이한 기하학 형상을 갖는 가이드를 갖는 안경다리의 3개의 예(700, 700', 700")를 도시하고 있다.
1 예(700)에서, 안경다리(712)는 홈(722)을 포함하는 가이드(720)를 포함한다.
반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갖는다.
하게 유지된다.

홈(722)의 측벽 사이의 거리(d)는 홈(722)의 길이를 따라 실질적으로 일정

제2 예(700')에서, 안경다리(712')는 가이드(720')를 포함한다.

테이퍼진 기하학 형상을 갖는 홈(722')을 포함한다.
해 좁아진다.

제

홈(722)은 평면에서 볼 때, 일
가이드(720')는 평면뷰에서

예(700')에서, 홈(722')의 전방부는 홈의 전방 단부를 향

제3 예(700")에서, 안경다리(712")는 평면뷰에서 테이퍼진 기하학 형상을 또한 갖는 홈(722")을

포함하는 가이드(720")를 포함한다.

이 제3 예(700")에서, 홈(722")은 홈의 후미 단부를 향해 테이퍼진다.

즉, 홈(722")의 후미부는 홈의 후미 단부를 향해 좁아진다.
(722')의 길이의 적어도 일부를 따라 감소한다.

이와 같이, 홈(722')의 측벽 사이의 거리(d')는 홈

유사하게, 홈(722")의 측벽 사이의 거리(d")는 홈(722")의 길

이의 적어도 일부를 따라 감소한다.
[0043]

본 발명에 따른 홈은 통상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측벽을 포함하고, 제2 대향 측벽, 상부벽, 또는 이들의 조합을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측벽은 홈의 기부로부터 연장하고 홈의 길이의 일부에 걸쳐 있는 홈의 벽이다.

벽은 측벽 중 하나로부터 연장하는 홈의 벽이다.

상부벽은 홈의 기부에 일반적으로 대향하여 배열될 수도 있고

홈의 길이의 적어도 일부에 또한 걸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벽일 수도 있다.
미 홈벽, 또는 양자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
리에 걸쳐 있는 홈의 벽이다.

전방 및 후미 홈벽은 홈의 기부로부터 연장하고 측벽 사이의 거

홈(722")은 폐쇄

즉, 홈(722")은 전방 홈벽을 포함하지만, 후미 홈벽을

본 발명에 따른 트랙은 구체적으로 예시된 예와는 다른 기하학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홈은 예를 들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폐쇄형 전방 단부 및 폐쇄

형 후미 단부의 모두를 가질 수도 있다.
모두로 테이퍼질 수도 있다.
[0044]

즉, 홈(722)은 후

홈(722')은 폐쇄형 후미 단부 및 테이퍼진 개방형 전방

본 예에서, 홈(722')은 후미벽을 포함하지만, 전방 홈벽을 포함하지 않는다.

형 전방 단부 및 테이퍼진 개방형 후미 단부를 갖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몇몇 예에서, 홈은 전방 홈벽, 후

홈(722)은 개방형 전방 단부 및 폐쇄형 후미 단부를 갖는다.

미 홈벽을 포함하지만, 전방 홈벽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부를 갖는다.

상부

몇몇 예에서, 홈은 전방 단부를 향해서 그리고 후미 단부를 향해서의

다른 예에서, 홈은 테이퍼진 폐쇄형 단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오프셋을 갖는 안경다리(812)를 포함하는 시스템(800)의 부분 평면도이다.
시스템(800)은 안경류 프레임의 안경다리(812) 및 전자 디바이스(830)[예를 들어, 카메라(832)]를 포함한다.
전자 디바이스(830)는 안경다리(812)에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된다.
밴드(852-1, 852-2)]를 더 포함한다.
이스(830)를 유지하도록 구성된다.

시스템(800)은 고정 기구(850)[예를 들어,

고정 기구는 안경다리(812) 상에 제공된 가이드와 결합 상태로 전자 디바
안경다리(812)는 제1 부분(814) 및 제2 부분(816)을 포함한다.

제2 부분

(816)은 고정 기구(850) 또는 그 부분을 수용하도록 선택된 오프셋 거리(821)만큼 제1 부분(814)으로부터 오프
셋된다.

예를 들어, 오프셋 거리(821)는 임의의 밴드(852-1, 852-2)의 두께(t)와 같은 고정 기구의 치수(823)

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두께(t)는 약 2 mm 이하일 수도 있다.

852-2)는 둥근형 단면(예를 들어, 원형 단면)을 가질 수도 있다.
교환 가능하게 칭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밴드(852-1,

이러한 예에서, 두께는 단면의 직경이라 상호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명세서에서 임의의 특정 예를 참조하여 설명된 특징의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다리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

된 바와 같은 두갈래형 안경다리일 수도 있고,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은 오프셋을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안경다리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안경다리의 임의의 특징 및/또는 임의의 가이드를 임의

의 조합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0045]

이제, 도 9 내지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이드의 특징이 더 설명될 것이다.
드는 수형 레일 또는 암형 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가이

수형 레일(상호교환 가능하게 레일)이라는 것은, 레일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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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홈 내에 삽입을 위해 구성된 하나 이상의 돌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암형 홈(상호교환 가

능하게 홈)이라는 것은, 홈이 그 내부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레일을 수용하도록 성형된 하나 이상의 홈을 포함하
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예에서, 용어 홈은 안경다리의 표면 내의 만입부 뿐만 아니라 또한 안경다리의 두께를

통한 슬롯과 같은 관통 특징부를 암시하도록 의도된다.

본 명세서의 예에서, 암형 홈은 안경다리의 하나 이상

의 측면, 예를 들어 안경다리의 상측면, 안경다리의 하측면, 안경다리의 외측면, 안경다리의 내측면, 또는 이들
의 조합 상에 위치될 수도 있는 단일 홈 또는 복수의 트랙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스의 임의의 측면 상의 단일 홈 또는 복수의 트랙을 포함할 수도 있다.
기하학 형상의 조합을 갖는 임의의 수의 트랙이 포함될 수도 있다.

예에서, 암형 홈은 전자 디바

요구될 수도 있는 바와 같은 임의의

유사하게, 본 발명에 따른 수형 레일은 안

경다리의 하나 이상의 측면, 예를 들어 안경다리의 상측면, 안경다리의 하측면, 안경다리의 외측면, 안경다리의
내측면, 또는 이들의 조합 상에 위치되는 단일 레일 또는 복수의 레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에서, 수형 레일

은 전자 디바이스의 임의의 측면 상의 단일 레일 또는 복수의 레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46]

요구될 수도 있는 바와 같은 임의의 기하학 형상의 조합을 갖는 임의의 수의 트랙이 포함될 수도 있다.

본 발

명에 따른 부착 시스템은, 안경다리 내에 합체되고(예를 들어, 안경다리 내에 매립되거나 결합됨) 레일 또는 홈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도 있는 제1 가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부착 시스템은 전자 디바이스 상에 제공된
(예를 들어, 전자 디바이스 내에 매립되거나 결합됨) 제2 가이드를 더 포함하고, 제2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레일
또는 홈에 결합되도록 구성된 대응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한다.

용어 '매립된' 또는 '일체화된'은 특징부가 구성

요소(예를 들어, 전자 디바이스 또는 안경다리)에 일체화되거나 제거 불가능하게 부착되는 것을 암시하도록 의
도된다.

용어 '합체된' 또는 '합체하는'은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체화 또는 매립하는 것을 포

함한다.

즉, 합체되는 구성요소는 다른 구성요소에 제거 불가능하게 결합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구성요소 내

에 매립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의 도면의 도시는 본 명세서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제공된 것이고, 안경다

리, 가이드, 레일, 트랙, 및/또는 이들의 특징부의 일부 또는 모두는 실제 축적대로 도시된 것은 아닐 수도 있
고 그리고/또는 도시의 일부는 본 개시내용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간단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와 일체형일 수도 있고, 안경다리의 디자인의 부분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표면 윤곽부 내에 내장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로부

터 별도로 제조되어, 임의의 적절한 공지의 기술에 의해, 예를 들어 비한정적으로 나사, 볼트, 후크, 온도 수축
재료, 아교, 접착제, 벨크로, 자석, 스트랩(들)에 의해 제거 가능하게 또는 제거 불가능하게 안경다리에 부착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로부터 탈착 가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안경류 프

레임에 부착 가능한 분리형 가이드가 예를 들어, 미리 제조되어 그리고/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있는 안경류
를 개장하기(retrofitting) 위해, 보수 부품 시장에서 안경류를 다루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에서, 가이드

는 전자 디바이스와 일체일 수도 있고, 전자 디바이스의 디자인의 부분일 수도 있다(예를 들어, 전자 디바이스
의 하우징과 일체임).
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슈 또는 다른 중간 구성요소를 거쳐 전자 디바이스에 결합될 수

몇몇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는 더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 같이, 전자 디바이스에 일체인 가이드를 포

함할 수도 있고, 또한 전자 디바이스에 일체로 제공된 가이드와는 상이한 가이드와 결합하기 위해 중간 구성요
소에 결합하도록 작동 가능할 수도 있다.
[0047]

몇몇 예에 따른 부착 시스템은 웨어러블 물품에 결합되도록 구성된 세장형 부재를 포함할 수도 있고, 세장형 부
재는 세장형 부재의 길이를 따라 연장하고 전자 디바이스와 슬라이드식 결합하기 위해 구성된 가이드를 포함한
다.

몇몇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는 카메라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부착 시스템은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하

는 세장형 부재 및 다른 대향하는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키트로서 제공될 수도 있
다.

세장형 부재는 예를 들어, 체결구, 접착제, 스트랩, 밴드, 탄성 링 등을 경유하여, 또는 하나 이상의 자석

을 사용하여 안경다리에 부착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시스템은 세장형 부재가 그에 결합될 때 세장형 부재

및 웨어러블 물품을 향해 전자 디바이스를 편의시키록 구성된 고정 기구를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정 기구는 밴드, 조절형 스트랩, 탄성 링, 신장형 슬라이드 부재,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몇

몇 예에서, 복수의 밴드, 조절형 스트랩, 탄성 링, 및/또는 슬라이드 부재는 사용자가 상이한 형상 및 크기의
임의의 다양한 안경다리에 전자 디바이스를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단일의 키트 내에 포함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와 가이드를 포함하는 세장형 부재 사이의 고정 기구는 예를 들어, 도 12를

참조하여 후술되는 바와 같이, 자기 기구일 수도 있다.
[0048]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르면, 전자 디바이스 키트는 전자 디바이스 및 신장형 밴드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전자 디바이스는 밴드에 결합하기 위한 표면 특징부를 포함하고, 전자 디바이스는 안경류 안경다리에 적용될 수
있어, 전자 디바이스 및 밴드가 안경류 안경다리에 부착되어 유지되고 안경류가 착용자에 의해 착용되어 있는
동안, 안경류 안경다리의 전방 1/3부 내에 위치된 점으로부터 안경류 안경다리의 후방 1/3부 내의 점으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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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및 밴드의 이동을 허용한다.

신장형 밴드는 예를 들어, 도 22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둥근형

코어 단면을 갖는 O-링일 수도 있다.
[0049]

도 9a 내지 도 9d는 본 명세서의 몇몇 예에 따른 수형 레일을 포함하는 가이드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안

경다리, 가이드, 레일, 트랙, 및/또는 이들의 특징부의 일부 또는 모두는 실제 축적대로 도시되어 있지 않을 수
도 있고, 도시는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 제공된 것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9a 내지 도 9f를 참조하여 여기에 설명된 레일의 예는 안경다리 내에 합체되는 맥락에서 도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에 따른 레일의 임의의 실시예는 대신에 안경다리 상에 제공된 레일로의 결합을 위해 전자 디바이스 상에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0050]

도 9a는 가이드(920a), 본 예에서 비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912a)를 단면도로 도시하고 있다.

가이

드(920a)는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단면 형상을 갖는 레일(924a)을 포함한다.

레일(924a)은 레일(924a)의 기부

(962a)로부터 상부(963a)로 서로 일반적으로 평행한 측벽(961a)을 포함한다.

몇몇 예에서, 레일은 반원형 단면

형상 또는 반난형(semi-ovular) 단면 형상과 같은, 일반적으로 둥근형 단면 형상(예를 들어,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을 가질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돌기는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단면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924a)은 본 예에서 안경다리(912a)의 외측면(911a) 상에 위치된다.

레일

몇몇 예에서, 레일(924a)은 상측면(918a),

하측면(919a), 또는 이들의 조합 상에 있을 수도 있다.
[0051]

도 9b는 가이드(920b), 본 예에서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912b)의 다른 예를 단면도로 도시하고
있다.

가이드(920b)는 일반적으로 T형 단면을 갖는 레일(924b)을 포함한다.

크부(966b)를 포함한다.

레일(924b)은 헤드부(964b) 및 네

헤드부(965b)의 폭(956b)은 네크부(966b)의 폭(967b)보다 크다.

더 좁은 네크부

(966b)를 포함함으로써, 레일(924b)은 전자 디바이스(930)가 그에 결합될 때 가이드(920b)와 결합 상태로 유지
되도록 홈의 고정 특징부를 결합하도록 구성된다.

도 9b의 예에서, 네크부(966b)의 측벽(968b)은 서로 일반적

으로 평행하다.
[0052]

도 9c는 가이드(920c), 본 예에서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912c)를 단면도로 도시하고 있다.
(920c)는 헤드부(964c) 및 네크부(966c)를 포함하는 레일(924c)을 포함한다.
부(966c)의 폭(967c)보다 크다.

가이드

헤드부(964c)의 폭(965c)은 네크

이 방식으로, 레일(924c)은 가이드(920c)와 결합 상태로 전자 디바이스(도시

생략)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본 예에서, 네크부(966c)는 테이퍼진다.

네크부(966c)의 측벽(968c)

은 네크부(966c)의 폭(967c)이 레일(924c)의 기부(962c)로부터 헤드부(964c)를 향해 감소하도록 서로를 향해 각
형성된다.
[0053]

도 9d는 가이드(920d), 본 예에서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912d)를 단면도로 도시하고 있다.
(920d)는 헤드부(964d) 및 네크부(966d)를 포함하는 레일(924d)을 포함한다.

가이드

네크부(966d)는 플랫폼(969d) 상

에 배열되는데, 이는 안경다리(912d)에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의 특정 특징부 및/또는 구성요소를 위한 간극을
제공할 수도 있다.
성될 수도 있다.

본 예에서, 네크부(966d)는 그 길이를 따라 테이퍼지는 점에서 네크부(966c)와 유사하게 구
그러나, 본 예에서, 네크부(966d)는 도 9c의 네크부(966c)의 대향 방향으로 테이퍼진다.

네

크부(966d)의 측벽(968d)은 네크부의 폭(967d)이 헤드부(964d)로부터 레일(924d)의 기부(962d)를 향해 감소하도
록 서로를 향해 각형성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네크부(966d)는 도 9c의 예에서와 동일한 방향으로 테이퍼

질 수도 있다.
[0054]

이제, 도 10 내지 도 14를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예에 따른 트랙을 포함하는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가 더
설명될 것이다.

트랙은 사실상 요구될 수도 있는 임의의 형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트랙은 일반적

으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둥근형, 삼각형, 사다리꼴 또는 반전된 사다리꼴 형상,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가질 수도 있다.

상이한 단면을 갖는 트랙이 안경다리 상의 가이드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명세서에 설

명된 임의의 단면을 갖는 트랙을 포함하는 전자 디바이스 상의 가이드는 또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다.
[0055]

도 10a 및 도 10b는 모두 고정 가이드로서 구성된 가이드(1020a, 1020b)를 포함하는 안경다리의 단면도를 도시
하고 있다.

도 10a의 가이드(1020a)는 일반적으로 역 T형 단면을 갖는 홈(1022a)을 포함한다.

홈(1022a)은 전

자 디바이스(1030a)의 레일(1024a)을 수용하도록 구성되고, 레일(1024a)은 일반적으로 T형 단면을 갖는다.
일(1024a)은 도 9b를 참조하여 전술된 레일(924b)의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

레

이를 위해, 홈은 레

일의 헤드부를 수용하도록 선택된 제1 폭(1072a) 및 레일의 네크부를 수용하도록 선택된 제2 폭(1074a)을 가질
수도 있고, 제2 폭은 헤드부의 폭보다 작다.

홈은 측벽(1061a) 및 측벽으로부터 서로를 향해 연장하는 부분 상

부벽(1070a)에 의해 형성된 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부분 상부벽(1070a)은 네크부를 향해 내향으로 연장하여

이에 의해 홈과 결합 상태로 레일을 유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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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

도 10b의 가이드(1020b)는 제1 홈(1022b-1), 제2 홈(1022b-2), 및 제3 홈(1022b-3)을 포함하는 복수의 트랙을
포함하는 고정 가이드이다.

본 예에서, 트랙 중 하나는 가이드(1020b)와 결합 상태로 전자 디바이스 상에 레일

을 고정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1 홈(1022b-1)은 도 10a를 참조하여 설명된 홈(1022a)의

특징부의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홈(1022b-1)은 측벽(1061b) 및 측벽으로부터 서로를

향해 연장하는 부분 상부벽(1070b)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으로 역 T형 단면을 갖는 홈을 포함한다.

복수의 트랙

의 다른 것들은 고정형 또는 비고정형일 수도 있고, 요구될 수도 있는 바와 같은 사실상 임의의 기하학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형상을 갖는다.

본 명세서의 특정 예에서, 홈(1070b-2, 1070b-3)은 비고정형이고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기하학
본 예에서 홈의 모두는 안경다리(1012b)의 외측면(1011b) 상에 배열된다.

상측면, 하측면, 외측면, 내측면, 또는 이들의 조합 상에 배열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홈은

본 발명의 맥락에 있어서, 안경다

리의 외측면은, 안경류가 착용될 때 착용자의 머리로부터 가장 멀리 이격되어 있는 안경다리의 측면이고, 내측
면은 착용자의 머리에 가장 근접한 측면이다.

상측면은 착용자의 머리의 상부에 가장 근접한 측면이고, 하측면

은 상측면에 대향하고 착용자의 머리의 상부로부터 가장 먼 측면이다.

상부, 하부, 내부 및 외부의 지칭은 임

의적이고, 본 발명의 예의 예시를 위해 본 명세서에 제공된 것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0057]

이제 또한 도 11a 내지 도 11f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트랙을 포함하는 가이드의 다른 예가 설명된다.

도

11a 내지 도 11f는 안경다리의 상측면 상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홈을 포함하는 가이드의 단면도이다.
[0058]

도 11a는 가이드(1120a), 본 예에서 개방형 홈 기하학 형상을 갖는 비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112a)
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면을 갖는다.

홈(1122a)은 기부(1171a) 및 단일 측벽(1161a)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으로 L형 단

가이드(1120a)는 본 예에서 안경다리(1112a)의 상측면(1118a) 상에 위치된다.

몇몇 예에서, 안

경다리는 일반적으로 점선에 의해 지시되어 있는 금속부(1180a)를 포함할 수도 있고, 홈(1122a)은 금속부
(1180a) 내에 위치될 수도 있다.

금속부 내에 홈을 위치시키는 것은 비교적 얇은 측벽을 가질 수도 있는 홈의

구조적 완전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도 11f를 참조하여 더 설명되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에 또는 안경다리의 하측면 상에 위치된 트랙[예를 들어, 트랙(1122a-2, 1122a-3)]과
같은 부가의 트랙을 포함할 수도 있다.

트랙은 사실상 임의의 기하학 형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2

홈(1122a-2)은 일반적으로 U형 단면을 가질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제3 홈(1122a-3)은 홈의 기부를 향해 서

로 각형성된 벽을 갖는 홈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으로 V형 단면을 가질 수도 있다.
[0059]

도 11b는 가이드(1120b), 이 경우에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112b)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드(1120b)는 제1 홈(1122b-1) 및 제2 홈(1122b-2)을 포함하는 복수의 트랙을 포함한다.
경다리(1112b)의 상측면(1118b) 상에 위치된다.

가이

제1 홈(1122b-1)은 안

제1 홈(1122b-1)은 개방형 홈 기하학 형상을 갖는다.

(1122b-1)은 기부(1171b) 및 단일 측벽(1161b-1)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으로 L형 단면을 갖는다.
(1122b-2)은 상측면(1118b)에 인접한 안경다리의 측면, 이 경우에 외측면(1111b) 상에 위치된다.

즉, 홈
제2 홈

홈(1122b-

1)은 가이드(1120b)에 대한 전자 디바이스(도시 생략)의 하향 및 부분적으로 측방향 이동을 제약하도록 구성된
다.

홈(1122b-2)은 전자 디바이스의 상향 이동 뿐만 아니라 측방향 이동을 제약한다.

(1161b-2) 중 하나로부터 연장하는 부분 상부벽(1170b)을 포함한다.

제2 홈은 제2 홈의 측벽

이 방식으로, 제2 홈은 또한 전자 디바이

스가 부분 상부벽에 의해 그에 결합될 때 전자 디바이스의 회전 자유도를 구속한다.

제1 및 제2 트랙은 또한

나머지 2개의 회전 자유도를 구속하여 이에 의해 안경다리의 종방향을 따라(예를 들어, 지면 내외로) 전자 디바
이스를 안내한다.

이 방식으로, 조합된 제1 및 제2 트랙은 고정 가이드로서 기능한다.

안경다리(1112b)는 몇

몇 예에서, 금속부[예를 들어, 부분(1180b)]를 포함할 수도 있고, 제1 홈, 제2 홈, 또는 양자 모두는 금속부 내
에 위치될 수도 있다.
[0060]

도 11c는 가이드(1120c), 이 경우에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112c)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드(1120c)는 제1 홈(1122c-1) 및 제2 홈(1122c-2)을 포함하는 복수의 트랙을 포함한다.
11b의 예의 홈(1122b-1)에 유사할 수도 있다.
방형 홈 기하학 형상을 갖는다.
(1111c) 상에 위치된다.

가이

제1 홈(1122c-1)은 도

예를 들어, 홈(1122c-1)은 안경다리의 상측면 상에 위치되고, 개

제2 홈(1122c-2)은 안경다리(1112c)의 인접 측면 상에, 이 경우에 외측면

안경다리(1112c)는 몇몇 예에서, 금속부[예를 들어, 부분(1180c)]를 포함할 수도

있고, 제1 홈, 제2 홈, 또는 양자 모두는 금속부 내에 위치될 수도 있다.

제2 홈(1122c-2)은 제1 홈(1122c-

1)에 대해 각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는 고정 가이드로서 가이드(1120c)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홈(1122c-2)은 홈(1122c-2)의 중심선(1177c-2)이 홈(1122c-1)의 중심선(1177c-1)에 대해 각형성된 둔각
을 형성하도록 배향될 수도 있다.

트랙(1122c-1, 1122c-2)의 이러한 상대 배향은 안경다리(1112c)의 종방향 둘

레의 그에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의 임의의 회전 더 양호하게 제약할 수도 있다.
[0061]

도 11d는 가이드(1120d), 이 경우에 비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112d)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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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1120d)는 안경다리의 상측면 상에 위치되고 일반적으로 C형 기하학 형상을 갖는 홈(1122d)을 포함한다.
즉, 홈(1122d)은 단일 측벽(1161d) 및 상부벽(1170d)을 포함하는 홈(예를 들어, 후크홈)을 포함한다.

상부벽

(1170d)은, 레일이 홈과 결합 상태로 제공될 때 전자 디바이스(1130d) 및/또는 부착 시스템[예를 들어, 레일
(1124d)]의 구성요소(들)가 사용자의 머리에 접촉하지 않도록 선택된 폭(1173d)을 갖는 부분 상부벽일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상부벽(1170d)은 레일(1124d)의 단면 치수(1178d)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큰 양만큼 홈의 기

부의 폭(1176d)보다 작은 폭(1173d)을 가질 수도 있다.
연장할 수도 있는 레일(1124d)과 결합하도록 구성된다.

홈(1122d)은 전자 디바이스(1130d)의 상측면으로부터
그러나, 몇몇 예에서, 레일(1124d)은 다른 벽, 예를 들

어, 전자 디바이스(1130d)의 하부벽, 또는 측벽으로부터 연장할 수도 있다.
[0062]

도 11e는 가이드(1120e), 이 경우에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112e)의 다른 예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가이드(1120e)는 제1 레일(1124e-1)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제1 홈(1122e-1) 및 제2 레일(1124e-2)을 수

용하도록 구성된 제2 홈(1122e-2)을 포함하는 복수의 트랙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홈(1122e-1, 1122e-2)은 각

각 안경다리(1112e)의 인접 측면, 이 경우에 상측면 및 외측면 각각 상에 위치된다.
측벽에 의해 형성된 홈을 포함하는 일반적으로 U형 홈이다.
들어,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홈)이다.
(1180e)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제1 홈(1122e-1)은 대향

제2 홈(1122e-2)은 또한 일반적으로 U형 홈(예를

안경다리(1112e)는 하나 이상의 금속부, 예를 들어 금속부

트랙의 하나 이상은 금속부 내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예에서 제1 홈(1122e-

1)은 금속부(1180e) 내에 있고, 제2 홈(1122e-2)은 안경다리의 플라스틱부(1181e) 내에 있다.

안경다리는 몇몇

예에서, 플라스틱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완전히 금속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몇몇 예에서, 안경다리는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및 금속의 모두로 제조될 수 있다.

몇몇 경우에, 안경다리는 단지 예로서, 플라스틱, 고무, 금속, 목재 중 하

나 또는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구성된다.

몇몇 예에서, 안경다리는 플라스틱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것과 동일한 재료 또는 안경다리의 것과 상이한

다수의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마감된 외부면의 것과 동일한 재료 및 마감부로

다수의 예에서,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외부 마감된 표면의 윤곽 디자인이다.

다수의 예에서, 가이드

는 구멍이 없고, 안경다리의 외부 마감부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0063]

도 11f는 가이드(1120f), 이 경우에 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112f)의 또 다른 예의 단면도를 도시하
고 있다.

가이드(1120f)는 제1 레일(1124f-1)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제1 홈(1122f-1) 및 제2 레일(1124f-2)을

수용하도록 구성된 제2 홈(1122f-2)을 포함하는 복수의 트랙을 포함한다.

제1 및 제2 홈(1122f-1, 1122f-2)은

각각 안경다리(1112f)의 대향 측면, 이 경우에 상측면 및 하측면 각각 상에 위치된다.
측벽에 의해 형성된 홈을 포함하는 일반적으로 U형 홈이다.
들어,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홈)이다.

제1 홈(1122f-1)은 대향

제2 홈(1122f-2)은 또한 일반적으로 U형 홈(예를

제2 홈(1122f-2)은 상이한 높이를 갖는 측벽을 포함한다.

안경다리(1112f)는 하나 이상의 금속부, 예를 들어 금속부(1180f-1, 1180f-2)를 포함할 수도 있다.

트랙의 하

나 이상은 금속부 내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예에서 제1 및 제2 트랙(1122f-1, 1122f-2)의 모두는 각각 금속부
(1180f-1, 1180f-2) 내에 있다.
[0064]

도 12a 내지 도 12c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다른 예의 부분 단면도이다.
안경다리에 전자 디바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자기 수단을 포함한다.

도 12a 내지 도 12c의 시스템은

도 12a는 도 11a의 가이드(1120a)에 유사한

가이드(1220a)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212a)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L형

단면을 갖고 안경다리(1212a)의 상측면 상에 위치된 홈(1222a)을 포함하고, 홈(1222a)은 전자 디바이스(1230a)
에 결합되거나 일체화된 레일(1224a)을 수용하도록 구성된다.
(1250a)를 더 포함한다.
(1291a)을 포함한다.
치된다.

시스템은 안경다리(1212a)에 결합된 고정 기구

고정 기구(1250a)는 안경다리(1212a)의 외측면(1211a) 상에 위치된 금속 스트립

금속 스트립(1291a)은 전자 디바이스(1230a) 상에 위치된 자석(1292a)과 결합을 위해 위

본 예에서, 금속 스트립(1291a)은 금속 스트립(1291a)의 하나의 측면이 노출된 상태로 안경다리

(1212a)의 표면 내의 만입부 내에 위치된다.
거 불가능하게 부착될 수도 있다.
매립될 수도 있다.

금속 스트립(1291a)은 안경다리(1212a)에 제거 가능하게 또는 제

자석(1292a)은 전자 디바이스(1230a)의 하우징(1254a)에 부착되거나 그 내에

금속 스트립(1291a)은 실질적으로 홈의 길이를 따라 연장할 수도 있어, 자석은 자기 인력을

거쳐, 홈을 따른 전자 디바이스의 임의의 위치에서 가이드와 결합 상태로 전자 디바이스(1230a)를 유지할 수도
있게 된다.
[0065]

도 12b는 안경다리(1212b)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다른 예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명에 따른 가이드(1220b)를 포함한다.

안경다리(1212b)는 본 발

본 예에서, 가이드(1220b)는 일반적으로 U형 단면을 갖고 안경다리

(1212b)의 상측면 상에 위치된 홈(1222b)을 포함하고, 홈(1222b)은 전자 디바이스(1230b)에 결합되거나 일체화
된 레일(1224b)을 수용하도록 구성된다.

안경다리(1212b)는 금속부(1280b)를 포함하고, 홈(1222b)은 금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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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b) 내에 있다.

전자 디바이스(1230b)는 가이드(1220b)와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되고, 자기 인력에 의해 가

이드(1220b)와 결합 상태로 또한 고정된다.

이를 위해, 레일(1224b)은 레일(1224b)의 단부에 결합될 수도 있고

또는 레일(1224b) 내에 매립될 수도 있는 자석(1292b)을 포함한다.
분은 자기 재료로 제조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레일(1224b) 자체 또는 그 부

이 방식으로, 전자 디바이스(1230b)에 결합된 자석(1292b)은 예를 들어,

홈(1222b)이 제공되어 있는 금속부(1280b)와 자석(1292b) 사이의 자기 인력을 경유하여, 가이드(1220b)와 결합
상태로 전자 디바이스(1230b)를 유지할 수도 있다.
[0066]

도 12c는 본 발명에 따른 가이드(1220c)를 포함하는 안경다리(1212c)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또 다른 예의 단면도
를 도시하고 있다.

본 예에서, 가이드(1220c)는 일반적으로 U형 단면을 갖고 안경다리(1212c)의 상측면 상에

위치된 홈(1222c)을 포함하고, 홈(1222cb)은 전자 디바이스(1230c)에 결합되거나 일체화된 레일(1224c)을 수용
하도록 구성된다.
을 수도 있다.

안경다리(1212c)는 금속부(1280c)를 포함할 수도 있고, 홈(1222c)은 금속부(1280c) 내에 있

전자 디바이스(1230c)는 가이드(1220c)와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되고, 자기 인력에 의해 가이드

(1220b)와 결합 상태로 또한 고정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안경다리(1212c) 내에 매립될 수도 있는 금속 스

트립(1291c)을 포함하는 고정 기구(1250c)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금속 스트립(1291c)은 전자 디바이스에 결합되

거나 그 내에 매립될 수도 있는 자석(1292c)과 결합을 위해 위치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자석 및 금속 재

료의 위치는 예를 들어 역전될 수도 있고, 안경다리는 안경다리에 결합되거나 그 내에 매립된 자기 재료의 스트
립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전자 디바이스는 전자 디바이스에 결합되거나 그 내에 매립된 금속 부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0067]

도 13a 내지 도 13e는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카메라(또한 카메라 시스템 또는 자립형 자동 노출 카메라라
칭함)의 도면이다.

카메라(10)는 카메라(10)의 제1 부분(20), 예를 들어 전방부 내에 위치될 수도 있는 화상

캡처 디바이스(12)를 포함한다.

카메라(10)는 카메라(10)의 제2 부분(21), 예를 들어 후미부 내에 위치될 수도

있는 배터리(14) 및 회로(16)를 더 포함한다.

카메라(10)는 예를 들어, 도 14a 및 도 19 및 도 20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예를 들어 안경다리 내에 합체된 가이드와 카메라(10)를 슬라이드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안경류의 안경
다리에 결합될 수도 있다.

카메라(10)는 홈[예를 들어, 홈(22)] 또는 레일 중 하나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경

다리 상에 제공된 레일 또는 홈과 결합할 수도 있다.
있고 또는 하우징(23)과 일체일 수도 있다.

홈 또는 레일은 카메라(10)의 하우징(23)에 결합될 수도

카메라의 형태의 전자 디바이스는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의 수형 레

일의 형태의 비고정 가이드를 결합하도록 작용하는 암형 홈을 포함할 수 있다.

카메라의 형태의 전자 디바이스

는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의 암형 홈의 형태의 비고정 가이드를 결합하도록 작용하는 수형 레일을 포함할 수 있
다.

카메라의 형태의 전자 디바이스는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의 암형 홈의 형태의 고정 가이드를 결합하도록 작

용하는 수형 레일을 포함할 수 있다.

카메라의 형태의 전자 디바이스는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의 수형 레일의

형태의 고정 가이드를 결합하도록 작용하는 암형 홈을 포함할 수 있다.
[0068]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자동 중심설정 또는 자동 정렬 소프트웨어라 또한 칭하는, 화상을 자동으로 중심설정하
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자동 중심설정 또는 자동 정렬 소프트웨어는 카메라 상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또는 원격 전자 디바이스(예를 들어, 카메라가 그에 화상을 전달하도록 통신적으로 결
합될 수도 있는 스마트폰 또는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 상주할 수도 있다.

예에서, 카메라(10)의 회로(1

6)는 프로세서 및 화상의 캡처 전 또는 후에 화상을 수정하기 위한 프로세서 실행 가능 명령(예를 들어, 소프트
웨어)을 포함하는 메모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메라를 프로그램할 수도 있다.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명령은 화상의 크기 및/또는 배향을 조정하도록 카

몇몇 예에서, 메모리는 카메라에 의해 캡처된 화상을 중심설정하기 위한 명령을

명령은 화상의 중심을 검출하고 화상을 크롭핑(cropping)함으로써 화상의 중심을 재배치하

도록 카메라를 프로그램할 수도 있다.
[0069]

몇몇 예에서, 명령은 화상의 수평 중심을 검출하고 수평 방향에서 화상을 크롭핑함으로써 수평 방향에서 화상을
중심설정하여 수평 중심이 화상의 좌측과 우측 사이에서 균등하게 이격되게 하도록 카메라를 프로그램할 수도
있다.

수평 방향에서 화상을 중심설정하기 위한 명령은 화상 내의 다수의 물체(예를 들어, 다수의 사람, 다수

의 머리)를 카운트하고 제1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을 참조함으로써 화상의 수평 중심을 결정하기 위한 명
령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1 룩업 테이블은 예를 들어, 5개의 머리가 카운트되면, 화상의 수평 중심이 3번째

머리에 또는 그 부근에 있다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제1 룩업 테이블은 2개의 머리가 카운트되면, 화상의

수평 중심이 2개의 머리 사이에 또는 대략 사이에 있다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수평 방향에서 화상을 중심

설정하기 위한 명령은 따라서, 제1 룩업 테이블 내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된 위치로 화상의 수평 중심을 자동
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명령을 포함할 수도 있다.
[0070]

수직 방향에서 화상을 중심설정하기 위한 명령은 예를 들어, 색차를 검출함으로써, 지평선의 위치를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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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명령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명령은 캡처된 화상 내의 제1 및 제2 물체 사이의 색의 차이에 기

초하여 하늘에 대응하는 캡처된 화상 내의 제1 물체 및 지면 또는 육지에 대응하는 캡처된 화상 내의 제2 물체
를 검출하도록 카메라를 프로그램할 수도 있다.
도록 카메라를 또한 프로그램할 수도 있다.

명령은 지평선이 새로운 위치로 재배치되도록 화상을 크롭핑하

새로운 위치는 제2 룩업 테이블을 참조함으로써 결정될 수도 있다.

제2 룩업 테이블은, 화상이 특정 퍼센트의 하늘 및 특정 퍼센트의 육지, 예를 들어 50% 하늘 및 50% 육지, 또는
40% 하늘 및 60% 육지, 또는 30% 하늘 및 70% 육지, 이들 사이의 임의의 퍼센트를 포함하는 위치에 지평선을 재
배치함으로써 화상이 수직 방향에서 중심설정될 수도 있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명령은 화상

이 약 1/3 하늘 및 2/3 육지를 포함하는 위치에 지평선이 재배치되도록 화상을 크롭핑하도록 카메라를 프로그램
할 수도 있다.
[0071]

카메라(10)의 제1 부분(20)은 피벗 조인트(18)를 사용하여 카메라(10)의 제2 부분(21)에 피벗식으로 결합될 수
도 있어, 화상 캡처 디바이스(12)의 배향이 변경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방부(20)는 예를 들어, 도

13e의 단면도에 가장 양호하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볼 및 소켓형 조인트를 사용하여 후미부(21)에 결합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전방부(20) 및 후미부(21)는 각각 핀 및 커넥터형 조인트를 사용하여 서로 피벗식으로 결

합될 수도 있다.

임의의 적합한 피벗 조인트가 사용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피벗 조인트는 제1 축, 제2

축, 제3 축, 또는 이들의 조합 둘레의 전방부(20) 및 이에 의해 화상 캡처 디바이스(12)의 회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제1, 제2, 및 제3 축은 카메라의 각각의 x축, y축 및 z축과 일반적으로 평행하다.
[0072]

카메라(10)는 안경다리 상에 제공된 홈 내에 삽입될 수도 있는 레일을 포함한다.

비고정 홈의 경우에, 카메라

(10)는 고정 기구와 결합하여 이에 의해 카메라(10)를 안경다리와 결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고정 특징부를 포
함할 수도 있다.

도 13의 예에서 카메라(10)는 신장형 밴드(이 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의 형태의 고정

기구와 결합하도록 구성된 표면 특징부(13)를 포함한다.

표면 특징부(13)는 그 사이에 신장형 밴드의 형태의

고정 기구를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만큼 이격될 수도 있는 리브일 수도 있다.

카메라(10)는 본 예에서 슈

(이 도면에는 또한 도시되어 있지 않음)의 부착 특징부와 결합을 위한 특징부(15)를 더 포함한다.
카메라(10)는 카메라 내에 매립된 레일(22)을 거쳐 홈을 갖는 안경다리에 결합될 수도 있다.

즉, 본 예의

몇몇 예에서, 예

를 들어 사용자가 대신에 레일을 포함하는 안경다리에 카메라(10)를 결합하기를 원하면, 카메라(10)는 안경다리
의 레일 내에 수용되도록 구성된 홈을 포함할 수도 있는 슈에 결합될 수도 있다.

이 특정 예의 카메라(10)는

다양한 및/또는 유형의 레일 또는 트랙을 포함하는 임의의 수의 안경다리에 결합되도록 작동 가능하다.
[0073]

몇몇 예에서, 도 13d에 가장 양호하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카메라(10)는 프라이버시 지시기(17)를 포함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 지시기는 화상(예를 들어, 정지 화상 또는 비디오)이 캡처될 때 조명할 수도 있는 하나 이상

의 LED(19)를 포함할 수도 있다.

조명은 화상이 캡처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화상이 성공적으로 캡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착용자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는 기능 지시
기(37)를 또한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능 지시기(37)는 예를 들어, 화상의 성공적인 캡처시에 조명하

고, 색을 변화하거나, 또는 점멸할 수도 있는 하나 이상의 LED(39)를 포함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일 색의

조명은 성공적인 캡처를 지시할 수도 있고, 반면에 다른 색의 조명은 실패된 캡처를 지시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성공적인 또는 실패된 캡처는 상이한 수 또는 상이한 속도의 LED의 점멸을 경유하여 지시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에서, 기능 지시기는 진동 소스, 스피커, 버저, 또는 다른 오디오 발생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도
있고, 피드백은 촉각 또는 가청 수단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0074]

본 발명에 따른 카메라는 소형화된 자립형 전자 디바이스일 수도 있다.
이(L)를 가질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12 mm 내지 약 45 mm의 길이를 가질 수도 있다.

에서, 카메라는 30 mm 이하의 길이를 가질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6,000 입방 밀리미터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3,000 입방 밀리미터 이하의 체적을 가질 수도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2,000 입방 밀리미터 이하의 체적을 가질 수도 있다.

방수 카메라일 수도 있다.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10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5 그램 내지 약 10 그램의 중량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7 그램 이하의 중량일 수도 있다.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6 mm 내지 약 12 mm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8 mm 높이일 수도 있다.

이하의 체적을 가질 수도 있다.

카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8 mm 폭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10 mm 이하의 폭을 가질 수도 있다.
mm 이하의 높이(H)를 가질 수도 있다.

몇몇 예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약 12 mm 길이일 수도 있다.

메라는 약 6 mm 내지 약 12 mm의 폭(W)을 가질 수도 있다.
의 높이를 가질 수도 있다.

카메라는 약 8 mm 내지 약 50 mm의 길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방수성일 수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땀 저항성일 수

몇몇 예에서, 카메라는 하우징(23)의 외부면 상의 유연한 재료 또는 코팅을 포함할 수도 있어, 예를 들

어 카메라가 가이드를 따라 이동함에 따라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류 안경다리의 마감면에 대한 카메라 손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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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스크래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한다.
[0075]

카메라는 화상(예를 들어, 정지 화상 또는 비디오 화상)을 캡처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카메라의 화상 캡처

기능성은 다양한 트리거에 의해, 예를 들어, 터치 스위치, 멤브레인 스위치, 캐패시턴스 스위치 또는 센서, 단
지 예로서 마이크로 가속도계와 같은 모션 검출기 센서, 음성 또는 사운드 인식 시스템에 의해 활성화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전방 또는 후방으로의 손가락의 스와이프(swipe)는 트리거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화상

이 캡처되게 할 수도 있다.
되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예에서, 안경류의 안경다리의 탭, 또는 강제 깜빡거림의 동작은 화상이 캡처

몇몇 예에서, 안경다리의 탭 또는 안경다리의 탭핑은 카메라가 화상을 캡처하게 할 수 있

다.
[0076]

또 다른 예에서, 착용자의 치아의 클릭킹은 트리거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화상이 캡처되게 할 수도 있다.
자가 그 또는 그녀의 치아를 클릭할 때, 트리거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 사운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에서, 트리거는 미리 결정된 워드(word), 톤(tone), 또는 프레이즈(phrase)일 수도 있다.
서, 회로(16)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착용

또 다른 예

본 발명에 따른 예에

카메라는 카메라가 트리거가 발생되었는지를 판정

할 수도 있도록 사운드를 검출할 수도 있는 마이크로폰을 포함할 수도 있다.

트리거가 발생되었으면, 카메라의

화상 캡처 기능성은 트리거에 응답하여 활성화될 수도 있다.
[0077]

도 14a 및 도 14b는 본 명세서에 몇몇 예에 따른 슈를 사용하여 안경다리와 슬라이드식 결합을 위해 구성된 전
자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부분도이다.
자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도 14a의 시스템(1400a)은 도 15의 카메라(10)일 수도 있는 전

카메라(10)는 슈(1434a)를 거쳐 안경다리(1412a)에 결합된다.

정 홈일 수도 있는 암형 홈(1422a)을 포함한다.

안경다리(1412a)는 고

슈(1434a)는 고정 레일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안경다

리(1412a)에 카메라(10)를 고정하기 위한 어떠한 부가의 수단도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홈은

비고정 홈일 수도 있고, 시스템은 카메라(10) 상의 표면 특징부(13)와 결합할 수도 있는 하나 이상의 밴드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0078]

도 14b는 일반적으로 원통형 또는 반원통형 본체를 갖는 카메라(50)의 다른 예를 도시하고 있다.
단일의 하우징(53) 내에 화상 캡처 디바이스, 배터리 및 회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사용하여 안경다리(1412b)에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리꼴 단면을 갖는 홈을 포함하는 고정 가이드를 포함한다.
는 레일을 포함한다.

카메라(50)는

카메라(50)는 슈(1434b)를

안경다리(1412b)는 본 예에서 일반적으로 사다

슈(1434b)는 반전된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단면을 갖

안경다리(1412b) 내에 합체된 홈 및 슈(1434b) 상의 레일은, 홈을 따른 카메라(50)의 이

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홈에 카메라(50)를 고정하여 이에 의해 안경다리(1412b)에 카메라
(50)를 고정하는 슬라이드식 더브테일 조인트를 형성하도록 구성된다.

카메라(50)는, 예를 들어 도 15의 예에

도시되고 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비고정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다리에 카메라(50)를 결합하기를 원
하는 경우에, 밴드(예를 들어, 탄성 링, 스트랩)와 결합을 위한 표면 특징부(55)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
다.
[0079]

도 15는 안경다리(1512)와 슬라이드식 결합을 위해 구성된 전자 디바이스[예를 들어, 카메라(50)]를 포함하는
시스템(1500)의 부분도를 도시하고 있다.
포함한다.

도 15의 안경다리(1512)는 비고정 가이드인 가이드(1520)를

가이드는 본 명세서의 임의의 예에 따라 구현될 수도 있다.

카메라는 밴드(57)(예를 들어, O-링과

같은 탄성 링)와 결합하도록 구성된 표면 특징부(55)(예를 들어, 리브)를 포함한다.

밴드(57)(예를 들어, 탄성

링)는 안경다리(1512)를 향해 카메라(50)를 편의시켜 카메라(50)가 가이드(1520)와 결합 상태로 유지되게 하고,
반면에 밴드(57)의 탄성은 안경다리(1512)를 따른 카메라(50)의 이동을 허용하고, 그 두께 및/또는 폭은 안경다
리(1512)의 길이를 따라 다양할 수도 있다.
여 위치된다.

도 14 내지 도 15의 예에서, 카메라는 안경다리의 외측면에 인접하

안경다리의 상측면, 하측면 및/또는 내측면에 인접하여 위치된 카메라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

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0080]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카메라(60)의 다른 예의 부분도를 도시하고 있다.
위해 구성된다.
을 포함한다.

카메라(60)는 서로로부터 거리(66)만큼 이격되어 있는 한 쌍의 레그(64)를 포함하는 레일(62)
복수의 레그를 포함하는 레일은 분할 레일을 칭할 수도 있다.

6)는 레일의 기부(63)로부터 레일의 상부(65)로 증가한다.
는 홈 내에 삽입되도록 구성된다.
한다.

카메라(60)는 고정 가이드와 결합을
본 예에서, 레그 사이의 거리(6

레일(62)은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기하학 형상을 갖

그 내부에 삽입될 때, 레일(62) 및 홈은 슬라이드식 더브테일 조인트를 형성

반전된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단면을 갖는 중실 레일보다 본 예에서와 같이 분할 레일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은 추가의 중량 절약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분할 레일 구성의 변형예는 또한 도 17a 내지 도 17c를 참조

하여 더 설명되는 바와 같이, 스냅 끼워맞춤을 경유하여 레일과 홈 사이의 결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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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

도 17a 내지 도 17c는 본 명세서의 다른 예에 따른 가이드를 포함하는 부착 시스템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가이드(1720)는 안경다리(1712) 내에 합체되고 일반적으로 U형 기하학 형상을 갖는 암형 홈(1722)을 포함하는
제1 가이드를 포함한다.

홈(1722)은 예를 들어, 전자 디바이스 상에 제공될 수도 있는 제2 가이드의 레일

(1724)과 결합하기 위해 구성되고, 레일(1724)은 홈(1722)과 슬라이드식 조인트로부터 일반적으로 U형 단면을
또한 갖는다.

제1 및 제2 가이드에 의해 형성된 슬라이드식 조인트는 홈으로의 레일의 결합의 상이한 스테이지

(1700a-1 내지 1700a-3)에서 도시되어 있다.

레일(1724)은 한 쌍의 레그(1796)를 포함하는 분할 레일이다.

일(1724)은 스냅 끼워맞춤에 의해 홈(1722)에 결합하도록 구성된다.

레

예를 들어, 레일(1724)은 본 명세서에 설

명된 바와 같이, 홈(1722) 내로 가압 끼워맞춤을 위해 치수 설정될 수도 있다.

레일(1724)은 예를 들어 중간점

위치와 같은, 레일의 상부와 기부 사이의 중간 위치일 수도 있는 그 가장 넓은 위치에서 제1 레일 폭(1793)을
갖는다.

홈은 예를 들어, 중간점 위치와 같은, 홈의 높이를 따른 중간 위치일 수도 있는 그 가장 좁은 위치에

서 제1 홈 폭(1794)을 가질 수도 있다.

제1 레일 폭(1793)은 제1 홈 폭(1794)보다 클 수도 있어 레일이 홈 내

에 가압 끼워맞춤될 수도 있게 된다.
[0082]

제1 스테이지(1700a-1)(예를 들어, 설치전)에서, 레일 및 홈은 홈 내에 레일을 삽입하기 전에 서로 인접하여 도
시되어 있다.

이 스테이지에서, 레일 및 홈은 레일이 홈으로부터 결합해제되고 홈에 대해 자유롭게 이동 가능

한 제로 결합 상태에 있다.

제2 스테이지(1700a-2)(예를 들어, 설치중)에, 레일은 삽입력의 방향(1795)에서 레

일을 이동시킴으로써 홈 내에 부분적으로 삽입된다.
에 있다.

이 스테이지(1700a-2)에서, 레일 및 홈은 부분 결합 상태

그 가장 넓은 위치에서 레일의 폭이 그 가장 좁은 위치에서 홈의 폭보다 큰 것에 기인하여, 레그

(1796)는 레일이 방향(1795)에서 이동될 때 내향으로(예를 들어, 서로를 향해) 편향될 수도 있다.

레일은 레일

및 홈이 제3 스테이지(1700a-3)(예를 들어, 설치후)에 제공될 때까지 방향(1795)을 따른 레일의 추가의 이동에
의해 홈 내에 완전히 삽입된다.

레일이 홈 내에 더 삽입됨에 따라, 레그(1796)는 레일을 홈과 결합 상태로 잠

금하기 위해 외향으로 편향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이들의 중립 위치로 스프링백함).

이 스테이지(1700a-3)에

서, 레일 및 홈은 완전 결합 상태에 있다.

이 스테이지(1700a-3)에서, 레일의 상부(예를 들어, 레그의 단부)는

홈의 기부에서 표면에 맞접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소정 간극이 레일의 측벽과 홈의 측벽 사이에 유지되어

홈 내의 레일의 슬라이딩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0083]

도 17b는 분할 레일의 레그(1796) 중 하나의 부분 상세도를 갖는 분할 레일을 포함하는 제2 가이드의 단면도를
도시하고 있다.

분할 레일은 제1 레그(1796-1) 및 제1 레그(1796-1)로부터 이격된 제2 레그(1796-2)를 포함하

는 한 쌍의 레그(1796)를 포함한다.

레일의 폭은 그 높이를 따라 다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레일은 레일

의 기부에 제1 레일 폭, 레일의 상부에 제2 레일 폭 및 기부와 상부 사이의 레일의 중간 위치에 제3 레일 폭을
가질 수도 있다.

제1, 제2, 및/또는 제3 레일 폭은 상이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제1 레일 폭은 제3 레일

폭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도 있고, 제2 레일 폭보다 작을 수도 있다.

중간 위치는 레일의 가장 넓은 위치라

칭할 수도 있다.

레그(1796) 사이의 거리는 또한 다양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레그 사이의 거리는 레일의

높이를 따라 동일할 수도 있다.
[0084]

도 17c는 홈의 측벽(1797-1) 중 하나의 부분 상세도를 갖는 홈(1722)을 포함하는 제1 가이드의 단면도를 도시하
고 있다.

홈은 홈의 높이를 따라 기부로부터 중간 위치까지 좁아지고 이어서 중간 위치로부터 홈의 상부(예를

들어, 개구)까지 확장되는 측벽(1797)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으로 U형 홈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홈의 폭은 홈

의 높이를 따라 다양하여, 홈이 홈의 기부에 제1 홈 폭, 홈의 상부에 제2 홈 폭 및 기부와 상부 사이의 홈의 중
간 위치에서 제3 홈 폭을 갖게 된다.

제1, 제2 및/또는 제3 홈 폭은 상이할 수도 있다.

폭은 제3 폭 홈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도 있고, 제2 홈 폭보다 클 수도 있다.
의 가장 좁은 위치라 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 위치는 홈

몇몇 예에서, 제1 및/또는 제3 홈 폭은 홈(1722) 내의 레일(1724)의 슬

라이딩 이동을 위한 간극을 제공하도록 제1 및/또는 제3 레일 폭보다 클 수도 있다.
가이드의 위치는 역전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제1 홈

다른 예에서, 제1 및 제2

즉, 안경다리는 도 17a 내지 도 17c의 분할 레일(1724)에 유사한 분할 레

일을 포함할 수도 있고, 전자 디바이스 또는 전자 디바이스에 부착 가능한 중간 구성요소는 도 17a 내지 도 17c
의 예의 홈(1722)에 유사하고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은 분할 레일에 결합을 위해 구성된 홈(1722)을 포함
할 수도 있다.
[0085]

본 발명에 따른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마감면 상에 제공될 수도 있다.

즉, 가이드의 홈 또는 트랙, 또는 레일

또는 레일들은 이들이 안경류의 미관적 외형을 해치지 않는 안경다리의 마감면을 포함하도록 형성될 수도 있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가이드는 안경류의 비교적 얇은 안경다리 내에 합체될 수도 있는 저프로파일 가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레일[예를 들어, 분할 레일(1724)]의 높이는 약 1 mm 이하일 수도 있고, 레일의

폭은 약 3 mm 이하일 수도 있다.

특정 예에서, 약 0.5 mm의 높이 및 약 1.5 mm의 폭을 갖는 분할 레일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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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안경류 프레임의 안경다리에 전자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의 두께는 몇몇 예에서 약 0.5 mm 미만, 몇몇 예에서 약 0.3 mm 미만일 수도 있다.

각각의 레그

레그의 이러한 비교적 얇은

단면은 도 17a를 참조하여 설명된 제1 스테이지(1700a-1)로부터 제2 스테이지(1200a-2)를 통해 그리고 제3 스테
이지(1700a-3)로 이동할 때 탄성 변형을 허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저프로파일 가이드는 이들이 안경

류의 근접 검사 없이 구경꾼에 의해 거의 인식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추가의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본 명세서의 예에 따른 가이드는 안경류의 미관적 외관을 보존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수형 레일의 형태의 가이드는 약 3 mm 폭 이하, 약 1.5 mm 높이 이하, 및 약 10 mm 내
지 약 145 mm 길이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암형 홈의 형태의 가이드는 약 4 mm 폭 이하, 약 1.5 mm 깊이

이하, 및 약 10 mm 내지 약 145 mm 길이일 수도 있다.
있다.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약 40 mm 길이 초과일 수도

몇몇 예에서, 가이드는 약 80 mm 길이 초과일 수도 있다.

의 가이드의 경우에서와 같이 145 mm 길이 초과일 수도 있다.

[0086]

있다.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내측면 상에 위치될 수도 있다.

있다.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하부 에지 상에 위치될 수도 있다.

몇몇 경우에, 가이드는 두갈래형 안경다리 상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외측면 상에 위치될 수도

가이드는 안경다리의 상부 에지 상에 위치될 수도

몇몇 예에서, 전자 디바이스(예를 들어, 카메라)는 예를 들어 도 18a 내지 도 18c의 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
를 들어 힌지 조인트 또는 피벗 조인트를 사용하여, 안경다리에 피벗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도 18a 내지 도

18c는 본 명세서의 다른 예에 따른 안경다리에 슬라이드식 및 피벗식으로 결합된 전자 디바이스의 도면이다.
전자 디바이스는 하우징(72) 내에 봉입된 화상 캡처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카메라(70)일 수도 있다.
0)는 하우징 내에 합체되고 밴드와 결합을 위해 구성된 표면 특징부(74)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카메라(7

카메라(70)는

화상 캡처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87]

카메라(70)는 피벗 조인트(82)를 거쳐 카메라(70)에 피벗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는 중간 구성요소[예를 들어, 인
터페이스(80)]를 사용하여 안경다리에 결합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피벗 조인트(82)는 카메라(70)의 회전

및 이에 의해 카메라의 축, 예를 들어 카메라의 x축 둘레의 화상 캡처 디바이스의 회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
다.

일 장점은 안경다리가 다른 방식으로 물체 또는 장면에 대해 각형성되더라도 캡처될 원하는 물체 또는 장

면과 화상 캡처 디바이스를 정렬하는 능력일 수도 있다.
하향 회전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피벗 조인트(82)는 x축 둘레의 최대 20도의 상향 및

몇몇 예에서, 피벗 조인트(82)는 카메라(70)의 최대 약 15도

의 상향 및/또는 하향 회전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간 구성요

소(70)는 안경다리(1812) 상의 홈 또는 레일과 슬라이드식으로 결합하기 위한 레일 또는 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도시된 특정 예에서, 인터페이스는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된 유형의 분할 레일 및 레일과 협동 끼워맞춤

하기 위해 구성된 홈을 포함한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70)는 안경다리의 종축에 일반적으로 평행한 힌지축을

갖는 힌지 조인트를 거쳐 안경다리에 결합될 수도 있다.
로

카메라를

회전시켜,

예를

들어

세로

이러한 예에서, 힌지 조인트는 안경다리의 종축 둘레

배향(portrait

orientation)으로부터

가로

배향(landscape

orientation)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화상 캡처 디바이스의 배향을 변화하도록 작동 가능할 수도 있다.
[0088]

도 19 및 도 20은 본 발명의 몇몇 예에 따른 시스템의 평면 등각도, 정면 등각도, 측면 등각도, 및 부분 등각도
를 도시하고 있다.
다.

도 19의 시스템(1900)은 안경다리(1912)를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1910)을 포함할 수도 있

시스템(1900)은 도 13을 참조하여 전술된 바와 같이, 전자 디바이스, 예를 들어 카메라(10)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카메라(10)는 슈[예를 들어, 도 14a의 슈(1434)]를 거쳐 안경다리(1912)와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카메라(10)는 화상 캡처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전방부(20)를 포함할 수도 있다.

전방부(20)는 화상

캡처 디바이스(12)의 배향이 변화되어, 예를 들어 카메라의 원하는 시야선과 카메라(10)의 오정렬을 보상하도록
카메라의 후미부(21)에 피벗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카메라(10)는 카메라(10)의 축(예를 들어,

x축, y축, 및 z축) 중 하나 이상에 평행한 하나 이상의 축 둘레로 전방부의 회전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볼
및 소켓 조인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89]

카메라(10)는 카메라(10)가 안경다리(1912)의 종축과 일반적으로 평행하도록 안경다리(1912)에 결합될 수도 있
다.

몇몇 예에서, 안경다리(1912)의 종축은 사용자의 시야선에 일반적으로 평행할 수도 있는 중립축과 정렬될

수도 있고 따라서 화상(예를 들어, 정지 화상 또는 비디오 화상)의 캡처를 위해 원하는 시야선과 정렬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종축은 중립축과 정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신에 중립축에 대해 상향 또는 하향으로 각

형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경다리는 중립 위치에 대해 상향으로 각형성될 수도 있는 제1 경사 위치(점선

으로 도시됨)에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카메라의 화상 캡처 디바이스가 원하는 물체 또는 장면에 대해 하향으
로 배향되게 한다.

다른 예에서, 안경다리는 중립 위치에 대해 하향으로 각형성될 수도 있는 제2 경사 위치(점

선으로 도시됨)에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카메라의 화상 캡처 디바이스가 원하는 물체 또는 장면에 대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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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향되게 한다.
전될 수도 있다.

본 예에서, 카메라(10)의 화상 캡처 디바이스는 카메라(10)의 x축에 평행한 축 둘레로 회

즉, 카메라(10)의 전방부는 회전될 수도 있고 x축에 평행한 축 둘레의 전방부의 회전은 사용

자의 시야선에 대해 상향 또는 하향 방향에서 화상 캡처 디바이스의 배향의 변화를 실행할 것이다.
[0090]

도 20a 내지 도 20d를 더 참조하면, 시스템(2000)은 안경다리(2012)를 포함하는 안경류 프레임(2010)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시스템(2000)은 도 13 및 도 19를 참조하여 전술된 바와 같이, 전자 디바이스, 예를 들어 카메라

(10)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카메라(10)는 안경다리와 슬라이드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고, 카메라의 전방부는

화상 캡처 디바이스의 배향이 변화될 수도 있도록 카메라의 후미부에 피벗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0091]

카메라(10)는, 몇몇 예에서 일반적으로 중립축과 정렬될 수도 있고 따라서 원하는 시야선과 정렬될 수도 있는
안경다리(2012)의 종축과 카메라(10)가 일반적으로 평행하도록 안경다리(2012)에 결합될 수도 있다.
서, 안경다리는 대신에 중립축에 대해 내향으로 또는 외향으로 각형성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

예를 들어, 안경다리는 중

립축에 대해 내향으로 각형성될 수도 있는 제1 편향된 위치(점선으로 도시됨)에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카메라
의 화상 캡처 디바이스가 원하는 물체 또는 장면에 대해 외향으로 배향되게 한다.

다른 예에서, 안경다리는 중

립축에 대해 외향으로 각형성될 수도 있는 제2 편향된 위치(점선으로 도시됨)에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카메라
의 화상 캡처 디바이스가 원하는 물체 또는 장면에 대해 내향으로 배향되게 한다.
메라의 y축에 일반적으로 평행한 축 둘레로 회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에서, 카메라는 카

카메라의 y축에 평행한 축 둘레의 회전은 사용

자의 시야선에 대해 나란한 또는 내향 또는 외향 방향에서 화상 캡처 디바이스의 배향의 변화를 실행할 수도 있
다.
[0092]

다른 예에서, 화상 캡처 디바이스는 각도 오정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규칙적으로 성형된 안경다리

(2012)의 이유로, 카메라(20) 및/또는 화상 캡처 디바이스의 x축 및 y축은 안경류 프레임의 x축 및 y축에 대해
소정 각도만큼 회전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배향에서 카메라에 의해 캡처된 화상은 각도 오정렬(예를

들어, z축 둘레로 회전됨)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오정렬은 도 2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z축 둘레의 화상 캡

처 디바이스의 전방부의 회전에 의해 본 명세서의 예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다.
[0093]

도 21은 예로서 카메라(90)일 수도 있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디바이스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하고 있다.

전자

디바이스[예를 들어, 카메라(90)]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전자 디바이스의 특징부의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
도 있다.

카메라(90)는 본 예에서 카메라(90)의 하측면(95) 상에 위치된 수형 레일(94)을 포함한다.

카메라

(90)가 본 명세서의 예에 따른 안경다리에 결합될 때, 카메라(90)의 하측면(95)은 수형 레일(94)의 형태의 가이
드가 안경다리 상의 가이드와 결합 상태에 있도록 안경다리에 대향하여 제공된다.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일(94)은 카메라의 길이를 따라 또는 카메라의 길이를 따라 부분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94)은 카메라(90)의 길이(LC)보다 작은 길이(LR)를 가질 수도 있다.
접하여 위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레일

레일(94)은 카메라의 후미 단부(92)에 근

레일(94)은 거리(96)만큼 카메라(90)의 전방 단부(91)로부터 이격될 수도 있다.

카

메라의 전방 단부의 후미에 거리(96)에서 레일(94)의 위치설정은, 카메라가 안경다리 상의 가이드와 결합 유지
되는 동안, 카메라(90)의 전방 단부(91)가 안경류의 전방부와 일렬로 위치되거나 안경류의 약간 전방에 위치되
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예시된 특정 예는 레일의 형태의 가이드를 포함하는 카메라를 도시하고 있지

만, 다른 예에서, 카메라는 홈의 형태의 가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착된 슈의 부분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레일은 전자 디바이스에 부

슈 내에 합체된 레일은 유사하게 슈의 전방 단부로부터 이격될 수도 있어 안경류

프레임과 일렬의 또는 전방의 카메라의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0094]

도 22는 본 발명의 예에 따른 O-링의 형태의 신장형 밴드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일 수도 있고, 외경(ID)을 가질 수도 있다.
위일 수도 있다.

O-링(97)은 일반적으로 원형

몇몇 예에서, O-링(97)의 외경(ID)은 약 8 mm 내지 약 16 mm의 범

O-링은 둥근형 단면, 예를 들어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형 단면을 가질 수도 있다.

O-

링(97)의 단면 직경(98)(예를 들어, 반경방향 단면 직경, 축방향 단면 직경, 또는 양자 모두)은 약 1 mm 내지
약 2 mm의 범위일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O-링은 단면이 원형일 수도 있고, O-링의 반경방향 단면 직경 및

축방향 단면 직경은 약 1 mm일 수도 있다.

O-링의 둥근형 단면은 O-링의 과도한 비틀림 없이 또는 다르게는 안

경다리를 따른 전자 디바이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안경다리를 따른 O-링의 슬라이딩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
다.

O-링(97)은 고무, 예를 들어 Buna N A70 듀로미터 고무로부터 제조될 수도 있다.

몇몇 예에서, 신장형 밴

드는 실리콘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테르폴리머(EPDM)와 같은 다른 탄성 재료로부터 제조된 탄성 링일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O-링은 안경류 안경다리 및 또한 존재할 때 안경다리 가이드에 전자 디바이스를 고정하도록

적용될 수 있다.

O-링은 전자 디바이스의 하나 이상의 외부면 및 안경류 안경다리의 내부면을 커버하는 방식으

로 적용될 수 있다.

O-링은 존재할 때 그리고 존재하면 안경류 가이드를 포함하는 안경류 안경다리 및 전자 디

바이스를 완전히 에워싸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자 디바이스 상에 위치된 하나 이상의 표면 특징부는 O-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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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있고, 전자 디바이스가 안경류 안경다리의 전방부 부근의 점으로부터 안경류 안경다리의 후방부 부근
의 점으로 이동할 때 O-링이 결합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를 전자 디바이스의 표면 상에 형성할 수 있다.

표면 특징부는 O-링을 수용하기 위한 함몰부

함몰부는 0.50 mm 내지 2.2 mm의 범위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

1.0 mm의 단면을 갖는 O-링이 사용될 때, 표면 함몰부 범위는 0.75 mm 내지 1.25 mm의 범위이다.
[0095]

본 발명은 예로서, 몇몇 실시예의 도시 및 설명을 포함하지만, 설명된 실시예에 대한 다수의 수정, 뿐만 아니라
다른 실시예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임의의 개시된 실시예로부터 임의의 구성요소, 특징, 또는 태양은 서로 조합하여, 비한정적으로,

그리고 본 발명의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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