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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는, 펜형 마우스 몸체(108); 마우스 몸체의 한쪽 끝에 설치되는 투명한 광학 팁(102); 마우

스 몸체 내에 설치되어서 광학 팁을 통하여 반사면(100)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장치(104); 반사면에서 반사되어 광학 팁

(102)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반사광을 안내하는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를 통하여 나오는 광을

입력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이미지 센서(106); 및 이미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

여 컴퓨터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커서의 좌표 값을 계산하고 그 계산 값을 컴퓨터 본체로 송신하는 마이컴(107);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를 통하여 광이 전파되기 때문에 반사면(100)

에서 이미지 센서(106) 까지의 거리 및 광 전송 경로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몸체(108)를 펜형으로 만

드는데 광학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몸체(108)를 만들 수 있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펜 마우스, 광섬유, CMOS, LED, 광 마우스, 접촉식 광센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광 마우스의 동작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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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참조번호의 설명 >

  100: 반사면 101: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

156 : 광섬유

  110: 메인보드 102: 광학 팁

  104, 151: 조명장치 105: 결상렌즈

  106: 이미지 센서 107: 마이컴

  108: 마우스 몸체 109a: 제1클릭버튼

  109b: 제2클릭버튼 111: 홀더

  112: 스프링 113: 휠

  130: 천공홀 152: 투명버튼

  158: 위치감지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학 펜 마우스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의 광학계

가 적용된 광학 펜 마우스에 관한 것이다.

  마우스(Mouse)는 키보드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입력장치이다.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우스는 반구

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반구형의 곡면부분에는 여러가지 기능설정 버튼(button)들이 있고, 반구형의 평면부분에는 볼

(Ball) 또는 광학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마우스의 이동방향과 이동거리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존의 마우스는 그 구조상 장시간 사용시 손목 등에 심한 피로감을 유발하고, 휴대가 불편하며, 사용 시 공

간을 많이 차지할 뿐 아니라 커서(cursor)의 미세한 움직임 등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광 마우스의 동작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광원으로부터 입사된 광은 반사면(10)의 표면에서 반사되고, 이렇게 반사된 광은 다시 집광렌즈(20)를

통하여 이미지 센서(image sensor, 30)로 입력된다. 이 때, 이미지 센서(20)에 입력된 광은 반사면(10)의 표면 형태에 따

라 명암의 차이를 띄게 되고 이것은 다시 이미지 센서(230)에 의하여 특정한 패턴정보로 변환된다. 이미지 센서(30)에 의

하여 변환된 이러한 패턴 정보는 최종적으로 컴퓨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40)에 전달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우 빠른 속도로 반복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40)는 이미지 센서(30)로부터의 이러한 순차적으로 반복되어 입력되는 패턴

정보를 비교하여 패턴의 이동방향은 물론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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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술한 종래 광마우스의 광학계로는 반사면(10)에서 이미지 센서(30) 까지의 거리 및 광 전송 경로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단점 있다. 따라서, 종래의 반구형 형태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자유스럽게 바꿀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종래 광 마우스와 같은 광학계 구조가 아닌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를 이

용한 새로운 구조의 광학계를 적용하여 마우스를 펜 모양으로 설계함으로써 종래의 광 마우스의 사용상의 단점을 개선한

광학 펜 마우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는, 반사광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컴

퓨터 모니터 상에 커서의 위치가 표시되도록 하는 광학 펜 마우스로서; 펜형 마우스 몸체; 상기 마우스 몸체의 한쪽 끝에

설치되는 투명한 광학 팁; 상기 마우스 몸체 내에 설치되어서 상기 광학 팁을 통하여 상기 마우스 몸체의 외부에 위치하는

반사면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장치; 상기 반사면에서 반사되어 상기 광학 팁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반사광을 안내하는 이미

지 가이드 광섬유;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를 통하여 나오는 광을 입력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이미지 센서; 및 상기

이미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에 입력된 반사면 표면의 패턴정보를 분석하여 마우스의

이동방향 및 이동거리를 판독하고 이를 컴퓨터 본체로 송신하는 마이컴;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광학 팁의 끝은 상기 반사면 쪽으로 볼록한 집광렌즈 형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에서 나오는 광을 상기 이미지 센서로 집속하는 결상렌즈를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는 양 끝단이 고정되도록 설치되는데, 그 한 쪽 끝단은 상기 광학팁에 내삽되어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른 한 쪽 끝단은 상기 결상렌즈가 더 구비될 경우에는 상기 결상렌즈 앞부분에 설치되는 고정대에

의해 고정될 수 있으며, 상기 결상렌즈가 더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이미지 센서에 직접 접속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는, 상기 광학 팁이 눌림을 당할 때에 이를 감지하여 클릭되도록 설치되는 제1클릭버튼; 및

손가락의 누름에 의해 클릭되도록 상기 몸체의 외측면에 설치되는 제2클릭버튼;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광학 팁은 눌림을 당할때에는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탄성력에

의해 상기 몸체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제1클릭버튼은 상기 광학 팁이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갈 때에 이를 감지하여 클릭되도록 설치될 수 있다.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이미지 센서는 상기 광학 팁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상기 광학팁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상기 광학팁에 연결되어 설치되는 메인보드 상에 설치되며,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는 양 끝단이 고정되도

록 설치되되 그 한 쪽 끝단은 상기 광학팁에 내삽되어 고정되며, 상기 제1클릭버튼은 상기 메인보드가 위로 움직일 때 클

릭되도록 상기 메인보드에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는, 상기 제1클릭버튼 및 제2클릭버튼 외에, 회전이 자유롭도록 축결합되어 상기 몸체의

측면에 형성된 천공홀을 통해 밖으로 일부분이 돌출되도록 설치되는 휠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휠은 눌림을 당할때에는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탄성력에 의해 상기 몸

체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 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제1클릭버튼은 상기 휠이 눌림을 당했을 때 클릭되도

록 설치될 수 있다.

  상기 휠 대신에 접촉되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크롤 기능을 하는 접촉식 광센서 버튼을 구비할 수도 있다. 상

기 접촉식 광센서 버튼은, 상기 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눌림을 당할때에는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탄성력에 의해 상기 몸체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 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제1클릭

버튼은 상기 광센서 버튼이 눌림을 당했을 때 클릭되도록 설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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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2a 내지 도 2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2a 내지 도 2c를 참조하면, 마우스 몸체(108)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의사표현 도구인 펜 형태를 갖는다. 이러

한 펜 형태를 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마우스는 장시간 사용에도 피로감이 없고 휴대가 간편하게 되며,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작업이나 필기체의 표현 등에 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지게 된다.

  마우스 몸체(108) 내의 메인보드(main board, 110)에는 마이컴(107), 이미지 센서(106), 결상렌즈(105), 및 조명장치

(104)가 설치된다. 메인보드(110)는 면적 확보를 위하여 주로 몸체(108)의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설치된다.

  조명장치(104), 예컨대 639nm의 적색광 LED(Light Emitted Diode)에서 발광된 빛은 마우스 몸체(108)의 한쪽 끝에 설

치된 투명한 광학 팁(102)을 통하여 마우스 몸체(108)의 외부에 위치하는 반사면(100)에 조사된다. 조명장치(104)로

EL(Electro Luminescent) 소자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반사면(100)에 조사된 빛은 반사면(100)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학 팁(102)을 통과하여 마우스 몸체(108) 안쪽으로 들어

오고,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 및 결상렌즈(105)를 순차적으로 거쳐 이미지 센서(106)에 도달한다.

  광학 팁(102)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이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에 잘 집속되도록 광학 팁의 끝(102a)은 반사면(100)

쪽으로 볼록한 집광렌즈 형태를 하는 것이 좋다. 광학 팁(102)은 일체형일 수 있지만, 집광렌즈 역할을 하는 광학 팁 끝부

분(102a)과 그 외의 다른 부분이 서로 분리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는 광섬유 자체의 이미지 가이딩(image guiding) 특성에 의하여 집광렌즈(102a)를 통과한 영

상신호를 왜곡없이 결상렌즈(105)로 전달한다. 결상렌즈(105)는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를 통하여 들어온 영상신호가

이미지 센서(106)에 정확한 상으로 맺히도록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는 광의 안정성 있는 가

이드를 위해 양 끝단이 고정되도록 설치된다. 한쪽 끝단은 광학팁(102)에 내삽되어 고정되고, 다른 한 쪽 끝단은 결상렌즈

(105) 앞부분에 설치되는 고정대(105a)에 의해 고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상렌즈(105)를 별도로 더 설치할 필요없이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의 끝을 이미지 센서(106)에 직접 접속시켜 고정시킬 수도 있다.

  이미지 센서(106)는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를 통하여 나온 광을 입력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미지 센서(106)로는 CMOS나 CCD(charge coupled device)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CMOS 센서를 사용할 경우 마이컴

회로와 함께 하나의 칩(chip)으로 패키징(packaging)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컴(107)은 이미지 센서(106)에서 출

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106)에 입력된 반사면(100) 표면의 패턴정보를 분석하여 마우스의 이동방향

및 이동거리를 판독하고 이를 컴퓨터 본체(미도시)로 송신한다.

  광학 팁(102)은 광학 팁(102)을 반사면(100)에 대고 눌렀을 때에는 마우스 몸체(108)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스프링(112)의 탄성력에 의해 마우스 몸체(108)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

치된다. 그리고, 좌우로는 흔들림이 없도록 홀더(111)에 의해 고정된다.

  통상의 마우스의 왼쪽 클릭버튼에 해당하는 제1클릭버튼(109a)은 광학 팁(102)이 몸체(108)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

어갈 때에 클릭되도록 설치된다. 통상의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버튼에 해당하는 제2클릭버튼(109b)은 손가락의 누름에 의

해 클릭되도록 몸체(108)의 외측면에 설치된다. 스프링(112) 대신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광학 팁(102)이 눌림을 당할 때

에 이를 감지하여 제1클릭버튼(109a)이 클릭되도록 할 수도 있다.

  휠(113)은 회전이 자유롭도록 축결합되어 몸체(108)의 측면에 형성된 천공홀(130)을 통해 밖으로 일부분이 돌출되도록

설치된다. 휠(108)은 회전운동도 하지만 눌림을 당할 때에는 몸체(108)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탄성력에 의해 몸체(108)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된다. 휠(113)이 눌림을 당하여 몸체

(108)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갈 때 제1클릭버튼(109a)이 클릭되도록 함으로써 통상의 마우스의 왼쪽 클릭버튼에

해당하는 기능이 동작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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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클릭버튼(109a), 제2클릭버튼(109b), 및 휠(113)은 통상의 마우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된다. 즉, 광학 팁(102)을

반사면(100)에 대고 누르거나 손가락을 사용하여 휠(113)을 눌러서 아이콘 등을 선택하고, 제2클릭버튼(109b)을 눌러 팝

업 메뉴 창이 뜨게 하여 메뉴에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물론, 휠(113)을 이용하여 화면을 상하로 이동시킬 수

도 있다.

  종래의 광 마우스에 사용되는 광학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광학 팁(102)을 눌러서 제1클릭버튼(109a)이 클릭되도록 할

때 반사면(100)에서 이미지 센서(106)까지의 거리가 변하게 되어 커서의 좌표값 측정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경우에는 광학 팁(102)이 눌려질 경우에는 반사면(100)에서 이미지 센서(106)까지의 직선거리는 변

하지만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가 유연하여(flexible) 휘어질 뿐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

는다. 따라서, 반사면(100)에서 이미지 센서(106)까지의 거리 변화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도 2a에서는 이미지 센서(106)가 메인보드(108)에 수직하게 꼽힌 경우가 도시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몸체(108)의 직경이

커져서 손에 쥐기에는 너무 굵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센서(106)를 몸체(108)의 길이방향과 수평하게 장착하여 몸체

(108)의 굵기를 가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센서(106)를 몸체(108)의 길이방향과 수평하게 장착할 경우에는 도 2a에 도시된 데에서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

(101)는 그대로 놔두고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를 통과한 광이 직각방향으로 굴절되도록 결상렌즈(105)의 구조를 변

경하거나, 아니면 결상렌즈(105)의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를 수직하게 절곡시키고 결상렌즈

(105)가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와 이미지 센서(106) 사이에 배치되도록 하면 된다.

  [실시예 2]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로서, 반복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제2 실시

예는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가 잘 휘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도 3을 참조하면, 메인보드(110)는 광학팁(102)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움직이도록 광학 팁(102)에 연결되어 설치된다.

따라서, 광학 팁(102)이 눌려서 몸체(108)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메인보드(110) 자체가 위로 움직이므로 반사면(100)에

서 이미지 센서(106)까지의 거리가 변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제1클릭버튼(109a)은 메인보드(110)가 위로 움직일때 고

정판(105b)에 눌려서 클릭되도록 설치된다.

  한편, 휠(113)을 사용하게 되면 휠(113)의 지름을 작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체(108)의 굵기가 어느 정도 굵

게 된다. 따라서, 몸체(108)를 가늘게 하기 위해서 휠(113) 대신에 접촉식 광센서 버튼(150)을 사용할 수 있다.

  [실시예 3]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광학 펜 마우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로서, 휠(113) 대신에 접촉식 광

센서 버튼(150)이 적용된 경우이다.

  도 4a을 참조하면, 접촉식 광센서 버튼(150)은 투명버튼(152), 조명장치(151), 광섬유(156), 및 위치감지센서(158)를 포

함한다. 투명버튼(152)은 몸체(108) 측벽에 설치되며, 깨짐을 방지하고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지

는 것이 좋다. 조명장치(151)는 몸체(108) 내에 설치되어서 투명버튼(152)에 접촉되는 손가락에 광을 조사한다.

  투명버튼(152)의 외측면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스크롤(scroll)하면 투명버튼(152)은 회전하지 않지만 조명장치(151)에

서 조사된 광이 반사되어 광섬유(156)를 통해 위치감지센서(158)에 안내된다. 위치감지센서(158)는 광섬유(156)를 통해

들어오는 광을 입력받아 손가락의 움직임을 판독하여 스크롤 기능을 수행한다.

  손가락에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통해 반사된 광은 특정한 펄스형태를 가지게 된다. 예컨대, 광섬유(156)를 두가

닥(A, B) 사용할 경우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러한 특정 펄스가 시간차로 나타날 것이다. 즉, 광섬유 A가 있는

부분에서 광섬유 B가 있는 부분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섬유 B보다는 광섬유 A에 의한 펄스

상(phase)이 더 앞서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손가락의 스크롤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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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버튼(152)은 눌림을 당할때에는 몸체(108)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 제1클릭버튼(154)이 클릭되도록 하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탄성력에 의해 몸체(108)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 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된다. 도면번호가

154, 190a로 다르게 표시된 제1클릭버튼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101)를 통하여 광이 전파되기 때문에 반사면(100)에서 이미

지 센서(106)까지의 거리 및 광 전송 경로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반사면(100)의 패턴정보를 이미지 센서(106)에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몸체(108)를 펜형으로 만드는데 광학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몸체(108)를 만들 수 있다.

  마우스 몸체(108)가 펜 모양이므로 휴대가 간편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노트북 컴퓨터 등에 아주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피로감이 없으며, 커서의 미세한 조작이 가능하므로 정밀성을 요하는 작

업에 유용하다. 그리고, 펜 모양이므로 사용이 친숙하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사광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컴퓨터 모니터 상에 커서의 위치가 표시되도록 하는 광학 펜 마우스로

서;

  펜형 마우스 몸체;

  상기 마우스 몸체의 한쪽 끝에 설치되는 투명한 광학 팁;

  상기 마우스 몸체 내에 설치되어서 상기 광학 팁을 통하여 상기 마우스 몸체의 외부에 위치하는 반사면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장치;

  상기 반사면에서 반사되어 상기 광학 팁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반사광을 안내하는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를 통하여 나오는 광을 입력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이미지 센서; 및

  상기 이미지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에 입력된 반사면 표면의 패턴정보를 분석하여 마우

스의 이동방향 및 이동거리를 판독하고 이를 컴퓨터 본체로 송신하는 마이컴;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

우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장치가 LE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팁의 끝이 상기 반사면 쪽으로 볼록한 집광렌즈형태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

스.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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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팁은 집광렌즈 형태를 하는 끝 부분과 그 외의 다른 부분이 서로 분리 가능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팁은 집광렌즈 형태를 하는 끝 부분과 그 외의 다른 부분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는 양 끝단이 고정되도록 설치되는데, 그 한 쪽 끝단은 상기 광학팁에 내삽되

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의 다른 한 쪽 끝단이 상기 이미지 센서에 직접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에서 나오는 광을 상기 이미지 센서로 집속하는 결상렌즈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는 양 끝단이 고정되도록 설치되는데, 그 한 쪽 끝단은 상기 광학팁에 내삽되

어 고정되고, 다른 한 쪽 끝단은 상기 결상렌즈 앞부분에 설치되는 고정대에 의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

우스.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팁이 눌림을 당할 때에 이를 감지하여 클릭되도록 설치되는 제1클릭버튼; 및

  손가락의 누름에 의해 클릭되도록 상기 몸체의 외측면에 설치되는 제2클릭버튼;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팁은 눌림을 당할때에는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탄성력에 의해 상기 몸체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제1클릭버튼은 상기 광학 팁이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갈 때에 이를 감지하여 클릭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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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는 상기 광학 팁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상기 광학팁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도록 상기 광학팁에 연결되어 설치되는 메인보드 상에 설치되며, 상기 이미지 가이드 광섬유는 양 끝단이 고정되도록 설치

되되 그 한 쪽 끝단은 상기 광학팁에 내삽되어 고정되며, 상기 제1클릭버튼은 상기 메인보드가 위로 움직일 때 클릭되도록

상기 메인보드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회전이 자유롭도록 축결합되어 상기 몸체의 측면에 형성된 천공홀을 통해 밖으로 일부분이 돌출되도록

설치되는 휠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휠은 눌림을 당할때에는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거될 때에는 탄성

력에 의해 상기 몸체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 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제1클릭버튼은 상기 휠이 눌림을 당

했을 때 클릭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접촉되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크롤 기능을 하는 접촉식 광센서 버튼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식 광센서 버튼은,

  외측면에 손가락이 접촉될 수 있도록 상기 몸체 측벽에 설치되는 투명버튼;

  상기 몸체 내에 설치되어서 상기 투명버튼을 통하여 상기 투명버튼에 접촉되는 손가락에 광을 조사하는 조명장치;

  상기 손가락에서 반사되어 상기 투명버튼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반사광을 안내하는 광섬유; 및

  상기 괌섬유를 통하여 제공되는 광정보를 가지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위치감지센서;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식 광센서 버튼은 눌림을 당할때에는 상기 몸체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들어가고 눌림이 제

거될 때에는 탄성력에 의해 상기 몸체 바깥쪽으로 다시 튀어 나와 원상태로 복원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제1클릭버튼은 상

기 광센서 버튼이 눌림을 당했을 때 클릭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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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가 상기 몸체의 길이방향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센서가 상기 몸체의 길이방향과 수직하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학 펜 마우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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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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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c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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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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