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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와이프 프린터를 구비한 카메라

(57) 요약

디지탈 카메라는 카메라가 페이지를 가로지름에 따라 카메라의 외부의 페이지상에 저장된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는 붙박

이 프린터를 갖는다. 상기 카메라는 페이퍼 저장소 또는 페이퍼 공급 메카니즘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컴팩트하고 가볍

게 유지될 수 있다. 프린트헤드에 분리가능하게 연결되는 교체가능한 잉크 카트리지는 계속 소비되는 소모품의 비용을 감

소시킨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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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housing);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적용된 이미지센서(image sensor);

상기 이미지센서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를 디지탈로 저장하기 위해 적용된 디지탈 저장장치(digital storage device);

상기 하우징내에 위치하고, 프린트헤드(printhead)를 구비하며, 상기 디지탈 저장장치로부터의 상기 포획된 이미지에 대

응하는 디지탈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적용되는 프린터(printer);

상기 하우징에서의 위치선정과 상기 프린터에의 분리가능한 연결을 위한 교체가능한 잉크 카트리지(ink cartridge);를 포

함하며,

상기 프린터는, 카메라가 매체(media)를 가로지름에 따라 포착된 이미지를 상기 카메라 외부의 매체상에 인쇄하기 위해

적용되고,

상기 카메라는, 상기 카메라가 인쇄방향으로 상기 매체를 가로지름에 따라 상기 매체와 결합하여 상기 카메라가 상기 매체

를 가로지르는 속도를 감지하기 위해 적용된 속도센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쇄 속도는 상기 속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속도에 의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는 렌즈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는 상기 렌즈를 통하여 이미지 센서에 의해 포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린터는, 드롭-온-디멘드 칼라 잉크젯 프린트헤드(drop-on-demand color inkjet printhead)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탄력있는 칼라(collar)를 갖고 잉크 카트리지가 수용되는 수용부를 포함하며, 상기 카트리지는 상기 칼라와

연결되기 위해 적용된 잉크 출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탈 저장장치는, 탈착가능한 메모리 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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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카드는, 상기 카메라 전원용 배터리를 수용하고 저장하기 위해 적용된 내부적으로 형성된 배터리 하우징

(battery housing)을 갖는 새시(chassis)내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속도센서는, 주위에 배열된 복수의 마킹(marking)을 갖는 광학 인코더 휠(optical encoder wheel); 및 상기 광학 인

코더 휠이 상기 매체와 접촉하여 회전할 때 상기 마킹을 감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광학센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

청구항 10.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탈 카메라(digital camera) 기술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제한적이지는 않으나, 카메라에 장착된

프린터(printer)를 구비한 디지탈 카메라에 관한 것이다. 상기 프린터는 고정된 프린트헤드 시스템을 활용한 드롭-온-디

멘드(drop-on-demand) 프린터일 수 있다.

배경기술

종래의 디지탈 카메라는 플로피 디스크(floppy disk)나 메모리 카드(memory card)와 같은 이동가능한 메모리 저장장치

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에 있는 데이타(data)를 주변 프린터와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에 업로드(upload)해야 한다.

종래의 디지탈 카메라는 촬영된 이미지가 "즉시" 인쇄되도록 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종래의 프린터장치를 카메라 몸체에 단순히 합체시키는 것으로는 컴팩트하고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종래의 프린터는 프린트 매체(print media)의 공급을 통합하고 있고, 상기 프린트 매체에 인쇄하기 위해 프린트 매

체를 프린트헤드를 지나 공급하기 위한 프린트 매체 공급장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린트 매체의 공급을

하고 있는 종래의 프린터는 휴대용 카메라에 적합한 것 보다 크고 무겁다.

함께 계류중인 출원

본 발명에 관한 다양한 방법, 시스템과 장치가 본 발명의 출원인이나 양수인에 의해 2003년 2월 12일에 출원된 다음의 함

께 계류중인 출원에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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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함께 계류중인 출원은 상호참조에 의해 본 발명에 통합되어 있다.

관련특허출원 및 특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하우징(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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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적용된 이미지센서(image sensor);

상기 이미지센서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를 디지탈로 저장하기 위해 적용된 디지탈 저장장치(digital storage device);

상기 하우징내에 위치하고, 프린트헤드(printhead)를 구비하며, 상기 디지탈 저장장치로부터의 상기 포획된 이미지에 대

응하는 디지탈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적용되는 프린터(printer);

상기 하우징에서의 위치선정과 상기 프린터에의 분리가능한 연결을 위한 교체가능한 잉크 카트리지(ink cartridge);를 포

함하며,

상기 프린터는, 카메라가 매체(media)를 가로지름에 따라 포착된 이미지를 상기 카메라 외부의 매체상에 인쇄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카메라(digital camera)가 개시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카메라는 렌즈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이미지는 상기 렌즈를 통하여 이미지 센서에 의해 포착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프린터는, 드롭-온-디멘드 칼라 잉크젯 프린트헤드(drop-on-demand color inkjet printhead)를 포

함한다.

삭제

바람직하게는, 상기 하우징은, 탄력있는 칼라(collar)를 갖고 잉크 카트리지가 수용되는 수용부를 포함하며, 상기 카트리지

는 상기 칼라와 연결되기 위해 적용된 잉크 출구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디지탈 저장장치는, 탈착가능한 메모리 카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메모리 카드는, 상기 카메라 전원용 배터리를 수용하고 저장하기 위해 적용된 내부적으로 형성된 배터

리 하우징(battery housing)을 갖는 새시(chassis)내에 저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디지탈 카메라는, 카메라가 매체를 가로지르는 속도를 감지하기 위해 적용된 속도센서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프린터는 상기 속도센서와 동조되도록 적용되어, 포착된 이미지를 충실하게 재생하기 위해 카메라가

매체를 가로지르는 속도에 비례하는 속도로 상기 프린터가 매체상에 잉크를 분출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속도센서는, 주위에 배열된 복수의 마킹(marking)을 갖는 광학 인코더 휠(optical encoder wheel);

및 상기 광학 인코더 휠이 상기 매체와 접촉하여 회전할 때 상기 마킹을 감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광학센서;를 포함한다.

실시예

도 1에는, 그 위에 이미지(22)을 인쇄하기 위해 비어 있는 프린트 매체(20)을 가로지르는 카메라(10)가 도시되어 있다. 이

미지는 카메라 하우징내의 프린터에 의해 인쇄된다. 카메라(10)는, 인쇄 작동 버튼(14)을 누른 후, 화살표(21)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용자에 의해 움직여진다. 프린터는, 여기에 함께 출원되어 계류중이며, 위에 언급된 "속도센서를 구비한 수동

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린터" (대리인 도켓 번호 AP43)라고 칭하여진 출원서에 개시된 것들과 유사한 내부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카메라(10)는 뷰파이더(view finder, 11), 플래쉬 유닛(flash unit, 12) 및 줌 렌즈(zoom

lens, 13)를 포함한다.

줌 렘즈(13)의 조작은 줌 버튼(zoom button, 15)에 의한다. 렌즈(13)의 옆으로, 종래의 방법대로 자동적으로 렌즈(13)의

초점을 맞추는 한 쌍의 자동 초점 적외선 렌즈(auto focus infra-red lenses, 42)가 있다.

디지탈 이미지는 촬영버튼(take button, 24)의 활성화에 따라 카메라에 의해 포획된다. 유용한 메모리와 다른 데이타는 액

정 디스플레이(26)상에 전개되고, 카메라(10)는 종래의 기술에서처럼 다양한 기능적 셋팅(setting)을 위한 프로그래밍 버

튼(programming button, 25)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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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메모리 카드 도어(16)의 뒤편의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 커버(battery cover, 19)의 뒤편의 CR2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를 통합한다. 카드 방출 버튼(card eject button, 23)을 누르면, 상기 메모리 카드는 상기 메모리 카드 도어(16)의

뒤편으로부터 방출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 몸체는 탈착가능한 잉크 카트리지(27)를 수용한다. 도 3은 또한 카메라의 프린터의 외부

의 형태를 나타낸다. 상기 카메라의 배면과 저면과의 사이의 변천을 따라서, 경사진 표면(51)이 있다. 인쇄작업 동안에, 이

표면(51)은 비어 있는 매체(20)의 시트(sheet)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디지인된다. 일단에서는, 광학 인코더 휠(optical

encoder wheel, 29)이 상기 표면으로부터 돌출한다. 타단에서는, 아이들러 휠(idler wheel, 28)이 상기 표면으로부터 돌

출한다. 상기 광학 인코더 휠은, 그 위에 주변을 따라 간격을 두어 위치한 복수의 마킹(marking)과 이들 마킹을 감지하기

위해 적용된 광학센서를 갖는다. 상기 카메라가 상기 프린트 매체를 가로질러 움직이면, 상기 광학 인코더 휠은, 상기 프린

터 매체를 가로질러 구르고, 상기 광학센서는, 카메라가 잡아낸 이미지를 충실하게 재생하기 위해 프린트헤드(30)로부터

적당한 속도로 잉크가 분출될 수 있도록, 카메라가 이동하는 속도를 감지한다. 상기 아이들러 휠(28)은, 카메라가 직선적

으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기 광학 인코더 휠과 동일한 회전축을 갖는다. 상기 광학 인코더 휠(29)과 아이들

러 휠(28)의 동작에 관한 더욱 상세한 것은, 위에 언급된 "속도센서를 구비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린터"(대리인

도켓 번호 AP43)라고 칭하여진, 함께 계류중인 출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기 광학 인 코더 휠(29)와 아이들러 휠(28)과의 사이에, 프린트헤드(30)가 배치된다. 이것은 상호참조된 특허출원에 기

술된 "멤젯(memjet)" 프린트헤드와 같은 사진 폭의 모노리틱 유닛(photographic-width monolithic unit)인 것이 바람직

하다.

도 4에는, 카메라 어셈블리(camera assembly)의 분해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어셈블리는, 그 사이에 카메라의 내

부 구성요소와 프린트 엔진(print engine)이 수용되는, 전방의 플라스틱 몰딩(plastics molding, 17)과 후방의 플라스틱 몰

딩(18)을 통합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래쉬 유닛(12)은 뷰파인더(11)와 결합된 뷰파인더 몰딩(31)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도 6 참조). 디지탈 줌 유닛(32)은 렌즈(13)에 결합되며, 메인 인쇄 회로 기판(main printed circuit board, 40)상에 장착

되어 상기 메인 인쇄 회로 기판(40)으로부터 신호 및 동력을 전달받는다. 상기 렌즈(13)의 뒤에는, 종래기술에서 알려진 바

와 같이, 이미지를 디지탈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적용된 챠지 커플드 디바이스(charge coupled device, CCD)와 같은 이미

지센서(55)가 상기 인쇄 회로 기판(40)에 부착된다. 일단 포획되면, 포획된 이미지에 대응하는 디지탈 정보는 상기 메모리

카드(38)에 저장된다.

줌 활성화 버튼(zoom activation button, 15)은, 촬영버튼(24)을 누름으로써 사진이 촬영될 때에 플래쉬 유닛(12)에 전압

을 가하는 커패시터(capacitor, 41)와 같이, 상기 메인 인쇄 회로 기판(4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인쇄버튼(14)은 상기

메인 인쇄 회로 기판(40)과 연결된다. 상기 메인 인쇄 회로 기판으로부터의 데이타는 유연한 인쇄 회로 기판(33)을 경유하

여 프린트헤드(30)에 중계된다.

잉크는, 잉크 카트리지(27)로부터의 잉크를 수용하는 잉크 컨넥터(ink connector, 52)를 경유하여 상기 프린트헤드(30)의

칩(chip, 34)에 전달된다.

메모리 카드 섀시(memory card chassis, 39)는 메모리 카드(38)를 수용한다. 이 카드는, 방출버튼(38)을 누름으로써 섀

시(39)로부터 분출될 수 있다. 배터리(37)를 수용하는 배터리 하우징(53)은, 상기 메모리 카드 섀시와 일체적으로 주조된

다. 상기 배터리는 배터리 커버(19)에 의해 덮여 있다. 후방 몰딩(18)은 잉크 카트리지(27)가 수용되고 보유되는 수용부

(54)를 갖는다. 상기 잉크 카트리지(27)는 잉크 출구(35)를 포함하며, 상기 잉크 출구(35)를 경유하여 그로부터의 잉크가

잉크 컨넥터(52)와 연결된다. 잉크 카트리지(27)은 또한 카메라와 교신하는 질문/답변 칩(QA chip, 36)을 포함한다. 하나

의 형태로서, 상기 QA 칩은, 상기 잉크 카트리지가 카메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상기 카트리지에

남은 잉크의 형태와 양을 지시하는 것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제공한다.

도 11은, 카메라 몸체 내부의 구성부품들의 전형적인 내부배열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트헤드 유닛(30)

에 대한 데이타와 동력은 메인 인쇄 회로 기판(40)으로부터 유연한 인쇄 회로 기판(33)에 의하여 수송된다.

상기 잉크 카트리지(27)는 네 개의 세로방향의 내부채널을 통합하며, 분리된 잉크가 상기 채널안에 저장된다. 이 실시예에

서는, 검은색 잉크(45), 노란색 잉크(46), 청록색 잉크(43) 및 자홍색 잉크(44)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잉크 컨넥터(52)를

경유하여 프린트헤드 유닛(30)으로 수송된다(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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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잉크 카트리지(27)는 그 일단에 형성된 스프링 캐치(spring catch, 50)를 갖는다. 이 스프

링 캐치는, 상기 잉크 출구(35)를 수용부의 타단에 위치한 탄력있는 칼라(47)들과 밀봉되어 결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수용부(54)안의 상기 카트리지(27)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이들 칼라(47)들은, 상기 잉크 출구(35)들과 연결되는 개개

의 구멍이 난 금속핀(49)들을 둘러싼다. 칩 접촉 블럭(chip contact block, 48)은, 상기 잉크 카트리지(27)의 일단에 위치

한 상기 QA 칩과 연결된다.

도 13은, 개방된 메모리 카드 도어(16)와 메모리 카드 섀시(39)로부터 제거된 메모리 카드(38)를 갖는 카메라(10)을 도시

한 것이다.

사용시, 상기 디지탈 카메라(10)는 사진을 찍기 위하여 종래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들 사진들은 차후의 사용을 위하여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붙박이 인쇄장치를 사용하여 즉시 인쇄될 수 있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특정한 이미지의 인쇄가 요

구될 때에는, 프로그래밍 버튼(25)는 프린트하기 전에 선택을 하기 위하여 조작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린트 작동 버튼(14)

이 눌러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비어 있는 프린트 매체(20)상에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상기 비어 있는 프린

트 매체(20)를 가로지르도록 할 수 있다(도 1참조).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한 변형 및 대체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많은 다른 내부적 배치는, 본 발명의 전체적

인 기술사상과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메라 몸체는 두 개를 대신해서 네 개의 휠(wheel)

들(카메라 몸체의 일면의 위에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직사각형의 각각의 모서리에 하나씩 위치함)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네 개의 휠들 중 하나는 광학 인코더 휠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카메라는,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인쇄과정 동안에, 빈 페이

지에 대하여 수직으로 배치된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잉크 카트리지는, 프린트헤드의 옆이나 위에 위치되거나

특정한 적용에 따라 다른 내부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사용시 그 위에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 프린트 매체를 가로지르는, 붙박이 프린터를 갖는 카메라의 사시도이다.

도 2는, 카메라의 정면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3은, 카메라의 배면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4는, 카메라의 저면에서 바라본 분해사시도이다.

도 5는, 카메라의 평면도이다.

도 6은, 카메라의 정면에서 바라본 입면도이다.

도 7은, 카메라의 우측면에서 바라본 입면도이다.

도 8은, 카메라의 배면에서 바라본 입면도이다.

도 9는, 카메라의 반대편 평면도이다.

도 10은, 카메라의 좌측면에서 바라본 입면도이다.

도 11은, 도 5의 ⅩⅠ- ⅩⅠ를 따라 자른 절단면을 도시한 카메라의 측입면도이다.

도 12는, 잉크 카트리지가 그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도시한, 카메라의 배면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 13은, 메모리 카드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새시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도시한, 카메라의 배면에서 바라본 또 다른 사시

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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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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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693913

- 9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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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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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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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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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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