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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착 코팅된 프린트 매체 및 잉크 공급기를 포함하는카트리지

요약

새로운 프린터 출원의 범위는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 디바이스 및 신규의 카트리지 어셈블리, PC 디스크 드라이브 베

이 프린터, PCMCIA 프린터 및 이러한 프린터를 사용한 카메라, 프린트 매체 공급기를 구비하거나 구비하지 않은 디

지털 모바일 프린터 폰, 비디오 게임 콘솔 디바이스 및 일체식 프린트 매체 운송 메카니즘을 갖는 디지털 프린터 카트

리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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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포토 촬영 버튼, 비디오 게임 콘솔 디바이스, PCMCIA 프린터, 잉크 저장 챔버, 뷰 파인더, 카트리지, 변형가능한 막, 

드롭 온 디멘드 잉크젯 프린팅 디바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른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의 정면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의 배면 사시도,

도 3은 상기 도면의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의 좌측도,

도 4는 상기 도면의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의 우측도,

도 5는 스티커 프린트롤 및 잉크 카트리지를 포함하는 도 1에 도시된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의 분해 사시도,

도 6은 스티커 저장영역, 잉크 공급부, 이송부 및 프린터 메카니즘을 나타내기 위해 최상위 커버를 제거한, 상기 도면

의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의 배면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프린터 메카니즘의 확대 사시도,

도 8은 도 1-5에 도시된 디바이스의 상면도,

도 9는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프린터 메카니즘의 상세를 도시한 일부 상면도,

도 10은 스티커 롤 및 잉크 카트리지의 분해사시도,

도 11은 기저 몰딩부를 제거하여 도시된 스티커 롤 및 잉크 카트리지의 정면도,

도 12는 프린터 메카니즘을 구비한 카트리지의 상호작용을 도시한 정면도,

도 13은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의 전기 제어 회로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시한 사시도,

도 14는 프린터와 맞물린 용지 카트리지를 도시한 본발명에 따른 이동가능 프린터의 사시도,

도 15는 도 1에 도시된 용지 카트리지의 사시도,

도 16은 도 14에 도시된 프린터 및 카트리지의 분해 사시도,

도 17은 도 16에 도시된 프린트헤드 및 잉크통의 확대 사시도,

도 18은 본발명에 따른 프린트 온 디멘드 카메라에 사용되는 착탈가능 프린터 유닛의 사시도,

도 19는 도 18에 도시된 프린터와 맞물려 도시된 용지 카트리지의 사시도,

도 20은 도 18에 도시된 프린터 및 카트리지의 분해 사시도,

도 21은 도 20에 도시된 프린트헤드 및 잉크통의 확대 사시도,

도 22는 도 18에 도시된 프린터에 장착된 본발명에 따른 프린트 온 디멘드 카메라 시스템의 정면 사시도,

도 23은 도 22에 도시된 프린트 온 디멘드 카메라 시스템의 우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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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카메라 유닛으로부터 분리된 착탈가능한 프린터 유닛을 도시한 도 22와 유사한 도면,

도 25는 착탈가능한 프린터 유닛으로부터 분리된 용지 카트리지를 도시한 도 24와 유사한 도면,

도 26은 도 5에 도시된 페이스로부터 약간의 깊이 방향의 위치의 카메라 시스템을 투시한 단면을 도시한 도면,

도 27은 도 26의 단면의 우측에서 본 카메라 시스템을 투시한 단면을 도시한 도면,

도 28은 본발명에 따른 카메라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요소의 동작적인 상호접속관계를 도시한 블록도,

도 29는 동작저인 위치에서 본발명에 따른 프린터 유닛의 정면사시도,

도 30은 로딩 위치에서 도 29와 유사한 도면,

도 31은 로딩 도어의 개방 상태 및 로딩하도록 정렬된 분리가능한 카트리지의 를 도시한 도 30과 유사한 도면,

도 32는 도 29에 도시된 위치에서 프린터를 투시한 수평 단면을 도시한 도면,

도 33은 도 30에 도시된 위치에 프린터를 구비한, 도 4와 유사한 도면,

도 34는 도 30의 위치의 프린터의 정면도,

도 35는 로딩 도어를 개방한, 도 6과 유사한 도면,

도 36은 프린터 유닛을 투시한 수평단면의 확대도,

도 37은 도 36을 우측에서 본 수평단면을 도시한 도면,

도 38은 프린터 유닛의 동작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9는 본발명의 제 6 태양에 따른 제 1 바람직한 실시예의 정면도,

도 40은 제 1 실시예의 배면의 확대사시도,

도 41은 내부 구조를 더 상세하게 도시한 제 1 실시예의 부분 단면 분해 사시도,

도 42 및 도 42a는 각각 제 1 실시예의 배면 및 측면의 단면도,

도 43은 제 1 실시예의 프린트 장치의 단면 사시도,

도 44는 제 1 실시예의 전지적인 상호관계를 도시한 개략 블록도,

도 45는 용지 및 잉크 카트리지를 이용하고, 스캐닝 장비를 구비한 제 2 바람직한 실시예의 정면도,

도 46은 도 45에 도시된 제 2 실시예의 프린터 폰의 우측도,

도 47은 도 45 및 도 46에 도시된 개선된 제 6 태양에 따른 제 2 실시예의 프린터폰의 배면도,

도 48은 도 45에 도시된 프린터 폰의 좌측도,

도 49는 도 45에 도시된 프린터 폰의 상면도,

도 50은 도 45에 도시된 프린터 폰의 반대측 평면도,

도 51은 프린터 롤 해치를 개방한 위치에서 도시한 도 50에 도시된 것과 같은 반대측 평면도,

도 52는 프린트 롤 해치를 통한 프린트 롤의 삽입/제거를 도시하는 도 45의 프린터 폰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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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3은 본발명의 제 6 태양의 제 2 실시예의 전기적인 상호접속관계를 도시한 개략 블록도,

도 54는 본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른 제 1 실시예의 프린터 폰의 정면사시도,

도 55는 도 54에 도시된 폰의 후면 사시도,

도 56은 정면 커버가 제거된 도 54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전면 사시도,

도 57은 상기 도면에 도시된 배터리의 전면사시도,

도 58은 상기 도면에 도시된 프린터 폰의 층을 이룬 우측 단면도,

도 59는 프린터 폰 서브-섀시 및 프린트헤드/잉크 공급 모듈의 정면 사시도,

도 60은 도 59에 도시된 지지섀시의 정면 사시도,

도 61은 도 59에 도시된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의 정면 부분 단면 사시도,

도 62는 폰 유닛 및 프린트헤드/잉크 공급 모듈을 투시한 횡단면도,

도 63은 상기 도면의 프린터 폰의 층을 이룬 정면 단면도,

도 64는 관련 프린트 매체 분배 디바이스에 부착된 상기 도면의 폰의 평면도,

도 65는 도 64에 도시된 프린트 매체 분배 디바이스의 평면도,

도 66은 도 64 및 도 65에 도시된 프린트 매체 분배기의 좌측면도,

도 67은 도 64에 도시된 프린트 매체 분배기의 우측 단면도,

도 68은 케이싱의 상부가 제거된, 도 64에 도시된 프린트 매체 분배기의 평면도,

도 69는 전기적인 상호 접속관계를 도시하는 개략 블록도,

도 70은 일체형 프린터로부터 배출되는 프린트된 카드를 도시하는, 착탈가능한 컨트롤러 모듈을 구비한, 본발명에 따

른 제 1 실시예의 비디오 게임 콘솔의 정 면 사시도,

도 71은 상부 컨트롤러 모듈이 제거된 프린터 모듈 및 DVD모듈을 포함하는 콘솔의 정면 사시도,

도 72는 도 71에 도시된 콘솔의 후면 사시도,

도 73은 도 71 및 도 72에 도시된 콘솔의 정면도,

도 74는 도 73에 도시된 콘솔 어셈블리의 측면도,

도 75는 도 71 내지 도 75에 도시된 콘솔 어셈블리의 정면 분해 사시도,

도 76은 프린터 모듈 상부 커버를 제거한 콘솔의 정면사시도,

도 77은 잉크 공급기를 제외한 프린트헤드, 프린트 매체 이송 메카니즘 및 프린트헤드 잉크 분배 어셈블리를 포함한 

프린터 장치의 분해 사시도,

도 78은 프린트 매체 및 잉크 공급 카트리지의 삽입을 위해서 프린터 모듈을 들어올린 상태를 도시한 콘솔의 정면 사

시도,

도 79는 DVD플레이어 모듈에 DVD를 삽입하는 것을 도시하는 도 78에 도시된 어셈블리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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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0은 본발명에 따른 카트리지의 상부 사시도,

도 81은 도 80에 도시된 카트리지가 삽입된 상부 사시도,

도 82는 도 80에 도시된 바와 동일한 방향으로 도시된 상부 분해 사시도,

도 83은 도 81에 도시된 바와 동일한 방향으로 도시된 삽입된 분해 사시도,

도 84는 상기 도면의 카트리지의 상부 평면도,

도 85는 도 84에 도시된 카트리지의 우측면도,

도 86은 상기 도면의 카트리지가 삽입된 평면도,

도 87은 동일 카트리지의 좌측면도,

도 88은 동일 카트리지의 정면도,

도 89는 동일 카트리지의 후면도,

도 90은 도 84의 라인 11-11을 취한 후면 단면도,

도 91은 도 84의 라인 12-12를 취한 측면 단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발명은 프린팅 디바이스와 관련이 있고, 더 상세하게는 프린팅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및 프린트 매체 카트리지등

의 관련 구성요소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은 드롭 온 디멘드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실시예로 전개되고 이를 기초로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시예에서, 발명의 태양은 다른 바람직한 소형 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스템에 동등하게 적용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카트리지내에 운송 수단이 제공되어서, 메카니즘 및 프린트 매체가 차폐유닛내에 수납됨으로써 용지 또는 기타 매체

가 정확하고, 초기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카트리지밖으로 운송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래의 기술의 카

트리지에 서, 카트리지는 프린터 디바이스내에 장착된 픽업롤러로 가압되어서, 하측부로 용지를 배출시킨다. 반대로 

본발명의 설계는 프린트 매체를 동일범위까지 노출시키는 개구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더 큰 구조적 완성도를 이

룰 수 있다. 또한, 본 설계는 템퍼프루프 유닛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발명의 일 태양에 따라서, 스티커 프린팅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가 제공되고, 상기 디바이스는:

스티커 저장 수단;

스티커 이송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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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감지하는 이미지 센서;

상기 이미지 센서와 관련되어서 동작하고, 스티커 이송 수단에 의해서 송급된 스티커 상에 상기 감지된 이미지 및 그 

변형체를 프린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장형 잉크젯 프린트헤드;

잉크 공급기; 및

상기 프린트헤드에 잉크를 송급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디바이스는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게, 더 바람직하게는 휴대용으로 크기가 정해져서 포장된다.

스티커 프린터 및 카메라 디바이스는 감지된 이미지에 이미지 효과를 세팅하는 이미지 효과 세팅 수단; 및 이미지 효

과 세팅 수단 및 이미지 센서에 상호 접속되어서 이미지 효과 세팅 수단의 현재의 세팅에 따라서 감지된 이미지를 변

형하는 이미지 처리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미지 효과 세팅 수단은 다수의 효과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다이얼 또는 슬라이더를 포함할 수 있다. 스티커 공급기 

및 잉크 공급기는 바람직하게는 리필가능하고 적어도 하나는 바람직하게는 관련 인증(authentication) 시스템을 포함

한다.

프린트된 스티커의 프린트된 부분을 자르는 절단 수단이 제공될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트헤드는 페이지 폭 크기의 프린트헤드이다.

본발명의 제 2 태양에 따라서, 프린트 디바이스의 카트리지가 제공되고, 상기 카트리지는:

접착 코팅된 프린트 매체의 공급기를 수납하는 제 1 용기부 및 잉크 공급기를 저장하는 제 2 용기부를 구획형성하는 

카트리지 케이싱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카트리지는 프린팅 디바이스에 의해 인식가능한 임의의 형태의 인증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카트리지의 잉크 저장 용기부는 프린팅 디바이스의 잉크 분배 유닛에 접속하도록 장치를 관통할 수 있

는 일이상의 방출구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케이싱은 일반적으로 환상의 구성인 스티커 롤러와 스티커 롤러에서 외측으로 뻗는 잉크 

저장 용기를 수납한다. 바람직하게는, 카트리지 케이싱은 케이싱이 사용될 디바이스에 스냅 끼워맞춤된다.

일 특정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카트리지는 후술될 종류의 스티커 프린팅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가 정해져서 구성된다.

본발명의 제 3 태양은 프린팅 수단, 프린트 매체 운송 수단, 잉크 저장 수 단, 상기 잉크 저장 수단 및 상기 프린팅 수

단 사이의 유체 접속부; 및 상기 프린팅 수단에 프린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접속수단을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 

접속 수단은 PC카드(PCMCIA)인터페이스이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트 매체 운송 수단은 용지 카트리지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킹 베이와 연관이 있고, 프린팅 

수단을 지나 카트리지로부터 용지를 전송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프린터는 지지케이스내에 수용되고, PC 카드 인터페이스는 케이스의 일단부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팅 수단은 잉크젯 프린트헤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트헤드는 페이지 폭 크기의 배출 프린트헤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용지 카트리지는 명함 크기의 용지를 지지하는데 사용되고, 조립된 카트리지 및 프린

터는 대략 PCMCIA 타입 Ⅲ 카드의 크기를 갖는다.

프린트헤드는 잉크 방출 노즐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각의 노즐은 필요시에 노즐로부터의 잉크방

출을 위하여 시동되도록 사용된 서멀 벤드 액츄에이터에 의해 움직이는 패들을 포함하고 있는 챔버와 연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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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제 4 태양은 렌즈, 이미지 센서, 이미지 처리 수단, 전력공급장치, 이미지 센서로부터 이미지 처리 

수단을 경유하여 신호를 수신하도록 배치된 PCMCIA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카메라 유닛, 및 카메라 유닛과 결합 가능

하고 PCMCIA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분리형 프린터 유닛을 포함한 프린트 필요 카메라 시스템을 제공한다.

프린터 유닛은 케이스의 일단부로부터 돌출된 PCMCIA 인터페이스를 갖는 지지 케이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린터 유닛은 페이지 폭 크기의 잉크젯 프린트헤드, 및 용지 카트리지를 수납하는데 사용되고, 카트리지로부터 프린

트헤드를 지나는 용지를 이송하도록 배치된 도킹 베이(bay)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킹베이는 시트 용지 카트리지를 수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시트 용지 카트리지는 용지의 명함 크기 시트를 수용하는데 사용되고, 조립된 카트리지

및 프린터는 대략 PCMCIA 타입 Ⅲ의 크기를 갖는다.

프린트헤드는 잉크 방출 노즐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각의 노즐은 필요시에 노즐로부터의 잉크방

출을 위하여 시동되도록 사용된 서멀 벤드 액츄에이터에 의해 움직이는 페들을 포함하고 있는 챔버와 연통한다.

본 발명의 제 5 태양에 따라서, 프린트헤드, 프린트헤드를 제어하도록 배치된 프린트 컨트롤러 칩 및 잉크를 포함한 

프린터 유닛, 및 용지 공급 수단이 제공되고, 상기 프린터 유닛은 개인용 컴퓨터 타입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내에 끼워

맞추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린트헤드는 페이지 폭 크기의 잉크젯 프린트헤드가 바람직하다.

잉크 및 용지 공급수단은 분리형 카트리지내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형 카트리지는 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길이방향으로 프린터 유닛에 삽 입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터유닛은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내에 끼워맞추어지도록 구성된 서브프레임에 회전가능하게 장착되어, 프린터 유

닛의 동작위치와 로딩위치 사이에서 회전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며, 용지 공급 수단으로부터의 용지가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의 앞측으로부터 방출되어 사용되며, 분리형 카트리지는 길이방향으로 프린터 유닛에 삽입되어 사용된다.

프린터 유닛은 동작 위치 및 로딩위치 사이에서 대략 90°회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 6 태양에 따라서, 일체형 내장형 프린트 장치 및 프린트 매체 공급기를 갖고 있는 휴대용 휴대폰 디바이

스가 제공되며, 상기 디바이스는,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휴대폰 유닛;

내장형 프린트 매체 저장 유닛;

상기 송수신된 신호를 프린트가능 형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 수단;

상기 프린트 매체상으로의 상기 처리 신호를 프린트하기 위하여 상기 처리 수단에 부착된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 어셈블리; 및

프린트 매체상의 상기 처리된 신호 정보를 프린트하기 위하여 상기 저장수단으로부터 상기 프린트헤드로 상기 프린

트 매체를 공급하는 프린트 매체 공급 수단을 포함한다.

제 1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린트 매체는 용지 또는 카드 시트를 포함한다. 카드는 보통수준의 명함 크기를 실

질적으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트헤 드 및 카드 저장 유닛은 휴대폰 유닛에 스냅끼워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제 2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린트 매체는 용지 프린트 롤 형식이고, 일체식 잉크 공급기를 더 포함하는 카트리

지에 제공되는 프린트 롤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프린트헤드는 용지 또는 카드폭 크기의 단일 유닛을 포함하고, 반도체 제조기술로 제조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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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저장 유닛은 장치에 착탈가능하다. 프린트헤드, 또는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 어셈블리는 폰 장치 및 프린

트 매체 저장 유닛에 별개로 착탈가능하다.

프린트헤드는, 프린트헤드의 각각의 컬러에 별개의 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잉크 분배 유닛을 통해서 일련의 잉크 

공급통에 부착된 컬러 프린트헤드를 포함한다.

프린트헤드는 잉크 배출 노즐 장치의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고, 액체는 각각의 노즐 장치에 부착된 대응하는 서말 벤

드 액츄에이터의 작용에 의해 배출될 수 있다.

프린트헤드는 다른 것들 보다 실질적으로 큰 제 1 통을 구비한, 부착된 일련의 잉크 공급통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프린트헤드 및 잉크공급 유닛 및/또는 프린트 롤 카트리지는 승인된 제품의 사용만을 보장하고, 소정의 각

각의 아이템의 사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인증 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폰은 어떤 종류도 사용될 수 있고, 전송된 신호가 프린트가능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면 어떤 통신 시스템도 사

용할 수 있다. 적절한 폰타입 및/또는 통신시스템의 예로서는 GSM, CDMA, PHS 위성 전화 시스템, 및 GPRS 및 WC

DMA를 포함한 제 3 세대(3G) 인터넷 접속 휴대폰 시스템을 포함한다.

본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라서, 일체형 내장형 프린트 장치를 구비한 휴대폰 디바이스가 사용될 수 있고, 상기 디바이

스는:

신호를 송수신하는 휴대폰 유닛;

송수신된 신호를 프린트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는 처리 수단;

상기 처리된 신호를 프린트 매체 상에 인쇄하기 위해 상기 처리 수단에 부착된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distribution)

유닛 어셈블리; 및

상기 처리된 신호 정보의 프린팅을 위해 상기 프린트헤드에 상기 폰 디바이스의 공급 외부장치로부터 수신된 프린트 

매체를 이송하는 프린트 매체 이송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트 매체는 용지 및 카드 시트를 포함한다.

프린트헤드는 단일 유닛의 프린트매체 폭을 포함할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로 제작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트헤드 또는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 어셈블리는 폰 디바이스에 착탈가능하다.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프린트헤드는 잉크 분배 유닛 및 잉크 공급기를 포함하고 있는 서브 어셈블리의 일부이고, 이후에 프린트헤

드 및 잉크 공급 유닛으로 간주된다.

프린트헤드는, 프린트헤드의 각각의 컬러에 별개의 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잉크 분배 유닛을 통해서 일련의 잉크 

공급통에 부착된 컬러 프린트헤드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린트헤드는, 액체가 각각의 노즐 장치와 관련되는 배출 페들에 부착된 대응하는 액츄에이터

에 의해서 배출될 수 있는 잉크 배출 노즐 장치의 어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액츄에이터는 서멀 벤드 액츄

에이터이다.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유닛은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유닛은 바람직하게는 흑색잉크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다른 것들 보다 실질적으로 큰, 제 1

통을 포함한 일련의 부착된 잉크 공급통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유닛 어셈블리,

또는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은 선택적으로 휴대폰 유닛과 해제가능하게 스냅 끼워맞춤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

다.

프린트헤드 또는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 어셈블리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증칩의 형태

를 취하고 있는 인증수단을 더 포함한다. 이는 폰 디바이스를 구비한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사용 및 

소비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이는 프린트헤드, 또는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모듈의 소정의 사용량을 

허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린트 매체는 프린터 폰에 수동으로 공급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프린트 매체 분배 디바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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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배출구를 구비한 프린트매체 저장영역;

프린트 매체 저장영역의 분배 배출구를 구비하고, 상기 프린터 폰을 지지하고 프린트 매체 삽입구를 지지하는 프린터

폰 크레이들; 및

상기 폰에 설치되는 관련된 프린트 매체 이송 수단과 맞물리는 프린터 폰 프린트 매체 삽입구에, 소정의 양의 프린트 

매체를 분배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동작가능한 분배 배출기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트 매체는 카드 또는 용지 시트의 형태이다.

바람직하게, 배출기 메카니즘은 카드 또는 용지 시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맞닿고 분배 배출구를 통해서 이를 이동시

키도록 동작가능한 슬라이더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트 매체 저장 수단은 상기 배출기 메카니즘을 향하고, 분배 배출구와 정렬되어서 배치된 프린트 

매체의 공급을 바이어스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본발명의 바람직한 텔레폰 유닛은 PHS폰 디바이스이지만, 전송된 신호를 프린트가능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으면, 본

발명은 임의의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임의의 타입의 휴대폰에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기타 적절한 폰 타입 또는/

및 통신 시스템의 예는 GSM, CDMA, 위성 전화시스템, 및 GPRS amp; WCDMA를 포함한 3세대 인터넷 접속 휴대폰

(3G)시스템을 포함한다.

본발명의 제 8 태양에 따라서,

비디오 게임 콘솔에 의해 실행되는 착탈가능한 대화식 프로그램 저장 수단을 수용하는 수단;

상기 착탈가능한 대화식 프로그램 저장 수단에 저장된 상기 대화식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처리 및 운영 수단;

상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제어 디바이스로부터의 동작에 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및

프린트헤드, 잉크 공급 유닛 및 프린트 매체 이송 수단을 포함하는 일체형 프린터 장치;를 포함하는 비디오 게임 콘솔

이 제공된다.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이미지 디스플레이 수단에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상기 프린터 장치는 

상기 대화식 프로그램에 연관된 프린트 매체 이미지를 출력하는 처리 및 연산 수단과 관련해서 동작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콘솔은 조이스틱 및 컨트롤 버튼등의 다양한 대화식 컨트롤 디바이스를 포함한 착탈가능한 컨

트롤러 모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상기 컨트롤러는 뉴 '블루투스(Bluetooth)'시스템등의 무선 통신 수

단이나 케이블 또는 기타 적절한 통신 수단을 통해서 콘솔과 통신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일체형 프린터 장치는 일체형 프린트 매체 공급 유닛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린트 매체는 용지 또는 카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프린트 매체 공급 유닛 및 잉크 공급 유

닛은 함께 교체가능한 카트리지 어셈블리에 수용된다.

특별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교체가능한 카트리지는 콘솔내에 제공되는 교체불가능 프린트 매체 이송 메카니즘과 

상호작용하는 프린트 매체 이송 롤러 디바 이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대화식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내의 임의 소정의 위치에서 프린터 장치를 통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작용된다.

프린터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일련의 액츄에이터를 이용해서 잉크를 배출하는 임의의 잉크 배출 노즐의 페이지 폭 크

기의 어레이의 형태인 잉크젯 프린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액츄에이터는 서멀 벤드 액츄에이터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착탈가능한 프로그램 저장 수단은 DVD플레이어로 실행가능한,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로 알려

진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타 유사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CD-ROM 및 반도체 메모리 카트

리지가, 적당한 드라이브 또는 커넥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DVD를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다.

본발명의 제 9 태양에 따라서, 프린팅 디바이스용 디지털 카트리지가 제공되고, 카트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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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프린트 매체를 수용하는 제 1 부분;

프린트 매체 배출 개구부; 및

동작시에, 상기 배출 개구부를 통해서 소정량의 상기 프린트 매체를 픽업해서 이동시키는 일체식 매체 운송 메카니즘

을 구비한 케이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카트리지는 잉크 공급기를 수용하는 제 2 저장부분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트 매체 운송 메카니즘은 픽업롤러 어셈블리를 포함하고:

구동축;

구동축에 고정된 픽업롤러; 및 구동기어를 더 포함하고, 상기 구동축 및 롤러는 케이스내에 수용되어 지지된다.

바람직하게 구동기어는 케이싱의 외부에 위치되어서, 구동기어가 사용되는 프린팅 디바이스에 설치된, 동력을 분배

하는 대응 기어와 맞물린다. 대안적으로, 프린터 디바이스의 동력전달 기어와의 상기 맞물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케이싱에 개구부가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잉크 저장 부분은 상이한 컬러 잉크 공급기를 수용하는 복수의 별개의 챔버로 나누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잉크는 접을 수 있는 바람주머니내의 제 2 잉크 저장부분에 저장된다. 공기주머니는 외부의 경화 케이

싱 내에 위치되는, 전체적으로 가요성인 밀봉된 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더 바람직하게는, 잉크는 다른 측을 한정하는

접을 수 있는 막으로 밀봉된 케이싱의 경화 부분에 의해 한쪽으로 한정된 영역내에 저장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잉

크와 액체 전달관계에 있지 않은 접을 수 있는 막 또는 막측에 인접한 경화 하우징의 적어도 일부에는 잉크 공급이 소

비되어 감에 따라서 막의 일부가 접혀지도록 공기의 취입을 용이하게 하는 통풍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잉크 저장부분은 각각 프린팅 장치와 접속시에 가압할 수 있는 시일을 구비한 일이상의 잉크 

배출구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런 배출구는 프린터에 설치된 잉크 분배 접속부에 부착되기에 적합한 노즐 접

속부의 형태이다.

바람직하게는 디지털 프린팅 디바이스는 드롭 온 디멘드 잉크젯 프린팅 디바이스이다.

(실시예)

본발명의 다양한 태양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91을 참조로 설명될 것이다.

본발명의 제 1 및 제 2 태양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필요에 따라 리필가능한 프린트롤 상에 스티커를 프린트할 수 있는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를 포함한다.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티커캠'(1)은 외부 전면 커버 몰딩부(2)에 의

해 구획형성된, 멀티 파트 하우징, 내부하부구조 및 후면 몰드부(3), 스티커 및 잉크 카트리지 몰딩부(4), 및 외부 후면

커버(5)를 구비하고 있다.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하우징은 일반적으로 정면에서 물방울 형상이고, 전체적으로 원형부(6)는 프린트롤 

형태의 스티커를 저장하기에 적합하고, 나머지부는 잉크 공급기(7), 프린트헤드 장비(8) 및 스티커 이송 메카니즘(9)

을 수납한다.

뷰 파인더(10)는 원형 하우징부(6)의 중앙 또는 후면에 배치되어서, 전면 커버(2)로부터 후면의 임의의 접안부(11)까

지 케이싱 전체를 통과하게 뻗어있다. 케이싱의 전면의 뷰파인더(10)의 바로 아래에는 도 12에 도시된 CCD등의 적절

한 이미지 감지 및 처리 수단과 연관되는 동작을 하는 카메라 렌즈(12)가 제공된다. 또한, '촬영'버튼(14)은 '프린트' 

버튼과 함께 케이싱의 상부에 설치되어서 각각 이미지 를 찍고 프린트한다.

도시된 바와 같은 바람직한 '스티커 캠'은 일반, 흑백, 세피아, 소프트 블렌딩등의 일련의 효과를 주는, 회전가능한 '효

과 다이얼'(16)을 포함한다. 이는 또한 러브 하트, 플라워, 놀람 효과등의 그래픽 클립 아트를 추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이얼 상에는 효과의 표시기호가 프린트된 일련의 아이콘 그림이 제공된다. 표시기호(17)에 나타난 효과가 

카메라에 적용된다. 효과 다이얼은 디스플레이될 효과의 유형을 나타내는 두가지 패턴을 형성하는 도전성 부분과 함

께 휠의 반대쪽에 일련의 도전성 부분을 위치시킴으로써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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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스티커는 바람직하게는 외부 케이싱에 분리가능하게 고정된 카트리지 어셈블리(19)내에 수납

되는 스티커 롤(18)의 형태로 제공된다. 카트리지는 외부 하우징과 유사한 모양 및 구조를 하고 있고, 상부 몰딩부(20

)는 전체적으로 삼각형인 영역의 잉크 저장부(22)와 함께 전체적으로 원형인 스티커 롤 수용부(21)를 형성하는 상부 

몰딩부(20)를 포함한다. 잉크 저장부는 컬러 및 흑백 프린팅을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별개의 챔버(23)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개의 슬롯이 카트리지 상부 몰딩부의 측벽에 제공되고, 제 1 부분은 스티커 배출 슬롯(24)이 되고

제 2 부분은 상세하게 후술되는 스티커 이송 메카니즘(27)의 일부를 형성하는 픽업 롤러 슬롯(25)이 된다. 카트리지(

19)는 스티커 롤 중공부 및 잉크 챔버를 밀봉하는 기부 몰딩부(28)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잉크 방출 퍼포레이

션(29)이 프린터 메카니즘(30)과의 액체 전달을 이루기 위해서, 설치되는 동안 지나가는 밀봉막에 의해 커버되는 기

저 몰딩부에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카트 리지는 스티커 및 잉크 공급기가 동시에 리필되는 밀봉된 유닛이다. 편리

하게, 카트리지는 도면에 도시된 가압 스냅 마운트(31)에 의해서 외부 하우징으로 스냅 끼워맞춤된다.

스티커 이송 메카니즘(27) 및 프린터 메카니즘은 도 2, 5, 7, 9 및 12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스티커 이송 메카니즘

(27)은, 카트리지가 외부하우징에 삽입되기 이전에 스티커를 한번 감는 픽업롤러(32)를 포함한다. 인접한 픽업 롤러

는 모터(35)에 의해서 적절한 기어 메카니즘(34)을 통해 동작되는 몇 쌍의 드라이브 롤러 또는 닙 롤러(33)이다. 톱니

형 커터(36)가 이송 하부구조의 일부로서 더 제공될 수 있고, 하우징 전면 몰딩부(2)의 일부로 형성된 프린트된 스티

커 배출구(37)에 인접하도록 배치된다. 대안적으로, 기요틴 형 장비가 제공될 수 있다.

프린터 메카니즘(30)은 도 6 및 도 7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고, 잉크 분배 유닛(41)과 함께 페이지 폭 크기의 프린트

헤드 칩(40)을 포함한다. 잉크분사 유닛의 형성부는 스티커 롤 및 잉크카트리지상의 잉크 배출 퍼포레이션(29)과 맞

물리는 복수의 잉크 배출 돌출부(43)를 구비한 잉크 공급 접속 매니폴드(42)이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터 메카니즘 및 

스티커 이송 메카니즘은 단일 유닛이고, 리필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착탈가능하다.

도 12(및 도 5)로 돌아가서, 스티커 캠 디바이스의 제어 및 동작의 전기 회로의 일부의 개략적인 배치가 도시된다. 도

시된 바와 같이, 간단한 가요성 PCB 하니스가 CCD(13) 및 프린트헤드 어셈블리(30)에 촬영 버튼(14) 및 프린트 버

튼(15)을 상호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3볼트전지(46)의 형태가 바람직한 전원 공급 장치용 콘택트가 회로의

일부에 제공된다. 또한, 착탈가능한 프린트헤드 및/또는 스티커 및 잉크 공급 카트리지는 바람직하게는 출원인의 이

전의 PCT 출원 번호 PCT/AU98/00544인 'A camera with an internal printing system'에 게시된다.

사용시에, '스티커캠'은 목표물을 향해서 방향이 맞춰지고 촬영 버튼(14)이 작동되어서 이미지를 캡쳐한다. 효과 다이

얼(16)이 회전될 수 있어서 효과를 선택할 수있다. 프린트 버튼(15)이 작동되면, 스티커 이송 메카니즘(27)은 효과를 

처리한 이미지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다음 스티커 또는 스티커 미디어의 일부를 프린트헤드 어셈블리(30)에 공급한다.

전체적인 발명의 컨셉내에서 다수의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프린트헤드 유닛은 본출원인에 의해 동시에 출원된,

호주 가특허출원 'Image Creation Method and Apparatus(ART 97)'에 명시된 것을 적절히 적용시킨 것이 될 수 있

고, 본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대안적으로, 본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PCT 특허 출원 PCT/AU98/00549(WO99/

04551)인 'A Replenishable One Time Use Camera System'에 게시된 시스템을 재배치함으로써 실시될 수 있다. 

이점으로서, 이미지 센서는 스티커의 작은 사이즈로 인해서, 상기 참조된 PCT 출원에 설명된 것보다 크기를 감소시

킬 수 있다.

유사하게, 스티커캠의 전자부품은, 이미지를 처리해서 프린트용 프린트헤드(12)로 전송하는 처리회로를 더 포함하는

CMOS 이미지 센서(19)를 기초로 할 수 있다. 내부 제어 전자부품은 대체로 상기 언급된 PCT 명세서 WO99/04551

에 설명된 바와 같다.

본발명의 제 2 태양에 따른 카트리지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필요시에 스티커를 리필가능한 프린트 롤에 프린트할 수 

있는 스티커 프린팅 카메라가 될 수 있다.

본발명의 제 3 태양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명함크기의 용지에 프린트할 수 있고, PCMCIA 타입 Ⅲ 카드(PCMCIA-

국제 개인용 컴퓨터 메모리 카드 협회-소위 PC 카드의 파라미터를 크기 85.6mm×54mm이고, 두께 10.5mm인 타입 

Ⅲ 카드에 맞춤)의 규격에 적합하게 크기가 맞춰진 소형 프린터가 제공된다. 그러나, 본발명에 따라 제작된 프린터는,

예를들어 하기설명되는 바와 같이, PCMCIA인터페이스 플러그의 방식으로, PCMCIA슬롯과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면서 6인치×4인치 사진 크기의 용지보다 더 큰 사이즈로 될 수 있다.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린터는 일단에서 돌출된 PCMCIA인터페이스 플러그(2), 및 반대측의 커버(3)의 밑

에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가로질러서 뻗은 페이지 폭 크기의 잉크젯 프린터를 구비한 지지 케이스(1)를 포함한다.

도 15 및 도 16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프린터는 용지 카트리지(5)를 수용하는 도킹 베이(4)를 포함한다.

프린터 카트리지(5)는 전형적으로 용지 스택(8)의 상부를 지지하도록 배치된 한쌍의 일체형 판 스프링(7)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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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6에 대략 도시된 바에서) 용지를 하부 위치를 향해서 아래로 가압하는 금속커버(6)를 구비하고 있고, 스택의 제

일 밑의 용지는 전면 몰딩부(9) 밑으로 배출될 수 있다.

카트리지는 하부 기저 부재(10) 및 후면 몰딩부(11)로 이루어진다.

커버(3)의 밑에 위치되는 페이지 폭 크기의 프린터(12)는 도 13 및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대용량의 흑

색잉크통에 더해서 각각의 컬러의 하나씩의 잉크통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잉크 채널 통을 포함한다. 저장통은 도 15, 

16, 17 및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기가 상당히 감소했고, 1998년 10월 16일에 출원된 호주 가특허 출원 제 PP653

4호인 '마이크로 메케니컬 디바이스 및 방법(IJ46A)'에 게시된 것과 유사한 칩 제조기술 및 CMOS 및 MEMS기술을 

포함하는 프린트헤드(30)를 이송하는 이송채널을 구비한 프린트헤드 주위에 형성된다.

프린터 유닛(12)은 카트리지(5)내의 스택(8)으로부터 가장 밑에 있는 용지를 우선적으로 배출하고, 필요시에 프린트

하기위해 프린트헤드(30)를 가로질러서 용지를 이동시켜서 배출슬롯(21)을 통해서 프린터로부터 용지를 빼내기 위해

설치된 롤러(19, 20)를 더 포함한다. 롤러는 기어 박스(23)의 방식으로 전동 모터(22)에 의해 구동된다.

프린터는 PCMCIA 인터페이스(2)와 프린터 유닛(12)사이에 상호 접속된 프린터 제어 칩에 의해 제어되고 이는 배출

슬롯(24)에서 프린트헤드 및 도킹 베이(4)의 플로어 밑의 가요성 프린트 회로 보드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프린트헤드를 구동하는 전자회로는 교체되기 이전에 일회용 프린터 유닛(12)을 제공하는 에이직(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인증 칩'의 형태의 상기 회로는 바람직하게는 국제 특허 출원 PCT/AU98/005

44에 게시된 것과 유사하고 이는 또한 본출원인에 양도되어 있다.

프린터 메카니즘(12)에 대해 분리되는 아이템으로서 착탈가능한 용지 카트리 지(5)를 제공하여 용지 공급의 용이한 

리필이 가능하다.

상기 유형의 이동가능한 프린터는, 상호접속 케이블 또는 기타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랩톱 컵퓨터 또는 노트북 

타입의 컴퓨터내의 PC카드슬롯과 직접 맞물릴 수 있는 초소형의 이동가능한 디바이스에 의해, 필요시에 명함을 프린

트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수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PCMCIA 인터페이스 플러그가 제공되는 프

린터의 확장 버전이 유사한 방식으로, 예를들어 6×4사이즈의 사진 또는 유사한 자료와 같은 더 큰 자료를 프린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 4 태양의 필요시 프린트가능한 카메라 인터페이스는 우선 카메라 시스템과 결합 가능한 착탈가능 프린터 유닛을 

참조로 설명될 것이다.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소형 프린터는 명함크기의 용지에 프린트하기 위해 사용되고, PCMCIA 타입 Ⅲ 카드

(PCMCIA-국제 개인용 컴퓨터 메모리 카드 협회-소위 PC 카드의 파라미터를 크기 85.6mm×54mm이고, 두께 10.5

mm인 타입 Ⅲ 카드에 맞춤)의 규격에 적합하게 크기가 맞춰진 소형 프린터가 제공된다. 그러나, 본발명에 따라 제작

된 프린터는, 예를들어 하기설명될 바와 같이, PCMCIA인터페이스 플러그의 방식으로 PCMCIA슬롯과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채로 6인치×4인치 사진 크기의 용지보다 더 큰 사이즈로 될 수 있다.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린터는 일단에서 돌출된 PCMCIA인터페이스 플러그(2) 및 반대측의 커버(3)의 밑

에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가로질러서 뻗는 페이지 폭 크기의 잉크젯 프린터를 구비한 지지 케이스(1)를 포함한다.

도 15 및 도 16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프린터는 용지 카트리지(5)를 수용하는 도킹 베이(4)를 포함한다.

프린터 카트리지(5)는 전형적으로 용지 스택(8)의 상부를 지지하도록 배치된 한쌍의 일체형 판 스프링(7)을 포함하고

, (도 16에 대략 도시된 바에서) 용지를 하부 위치를 향해서 아래로 가압하는 금속커버(6)를 구비하고 있고, 스택의 제

일 밑의 용지는 전면 몰딩부(9) 밑으로 배출될 수 있다.

카트리지는 하부 기저 부재(10) 및 백 몰딩부(11)으로 이루어진다.

커버(3)의 밑에 위치되는 페이지 폭 크기의 프린터(12)는 도 13 및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대용량의 흑

색잉크통에 더해서 각각의 컬러의 하나씩의 잉크통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잉크 채널 통을 포함한다. 저장통은 도 15, 

16, 17 및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기가 상당히 감소했고, 1998년 10월 16일에 출원되고 호주 가특허 출원 제 PP6

534호인 '마이크로 메케니컬 디바이스 및 방법(IJ46A)'에 게시된 것과 유사한 칩 제조기술 및 CMOS 및 MEMS기술

을 포함하는 프린트헤드(30)를 이송하는 이송채널을 구비한 프린트헤드 주위에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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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유닛(12)은 카트리지(5)내의 스택(8)으로부터 자아 밑에 있는 용지를 우선적으로 배출하고, 필요시에 프린트

하기위해 프린트헤드(30)를 가로질러서 용지를 이동시켜서 배출슬롯(21)을 통해서 프린터로부터 용지를 빼내기 위해

설치된 롤러(19, 20)를 더 포함한다. 롤러는 기어 박스(23)의 방식으로 전동 모터(22)에 의해 구동된다.

프린터는 PCMCIA 인터페이스(2)와 프린터 유닛(12)사이에 상호 접속된 프린 터 제어 칩에 의해 제어되고 이는 배출

슬롯(24)에서 프린트헤드 및 도킹 베이(4)의 플로어 밑의 가요성 프린트 회로 보드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프린트헤드를 구동하는 전자회로는 교체되기 이전에 일회용 프린터 유닛(12)을 제공하는 에이직(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인증 칩'의 형태의 상기 회로는 바람직하게는 국제 특허 출원 PCT/AU98/005

44에 게시된 것과 유사하고 이는 또한 본출원인에 양도되어 있다.

프린터 메카니즘(12)에 대해 분리되는 아이템으로서 착탈가능한 용지 카트리지(5)를 제공하여 용지 공급의 용이한 

리필이 가능하다.

도 22 및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터 유닛은 카메라 시스템에 맞물려서 완성된 카메라 유닛을 제공한다. 카메

라 유닛은 프린터 유닛 컵(3) 및 하우징으로부터 돌출된 자체의 배출 슬롯(21)과 함께 프린터 유닛을 수용하는 카메라

본체(25)를 포함하고 있다.

카메라는 전면 유리(27) 및 접안부(28)를 구비한 렌즈(26) 및 뷰 파인더를 더 포함하고 있다. 사용이 용이한 도어(29)

가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지 또는 복수의 전지에 액세스하기 위해 제공된다.

카메라는 착탈가능한 프린터 유닛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셔터'버튼(30) 및 프린트 버튼(31)을 포함한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용지 카트리지(5)는 도 25에 정확하게 도시된 바와 같이, 용지를 리필하도록 프린터 유닛으로

부터 착탈가능하다.

카메라 본체(25)의 내부에는, 착탈가능한 프린터 유닛의 단부의 PCMCIA플러 그(2)와 결합가능한 PCMCIA 슬롯(32:

도 10)이 제공된다. 프린터 유닛이 카메라 본체에 삽입될 때, 플러그(12)는 착탈가능한 프린터 유닛과 카메라 유닛 사

이에 적절한 전지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슬롯(32)에 맞물려진다.

카메라 유닛은 전형적으로, CCD(33:도 26)가 렌즈(26)의 바로 뒤에 위치하는 이미지 센서를 더 포함한다. CCD(33)

는 CCD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하고, 이를 다시 PC카드 슬롯(32)에 전송하는 이미지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메인 PCB(

35)에 가요성 PCB(34)를 통해서 접속된다.

카메라 시스템은 힌지된 도어(29)를 통해서 삽입된 배터리(35)를 전원으로 한다.

도 28로 돌아가서, 통신 버스를 통해서 상호 접속되고,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고 해상 이미지를 캡쳐하는 CMOS 이미

지 센서(CCD:37)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동작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이미지를 처리해서 프린터 컨트롤 칩(39)에 

전송하는 처리 유닛(38)은 착탈가능한 프린터 유닛에 위치되고 이미지(41)를 생성하도록 프린트헤드(40)를 제어한다

. 메모리(42)는, 이미지가 프린터 유닛에 전송되기 전에 이미지의 조작을 컨트롤하도록, 카메라 유닛 내에 중간 저장

을 위해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 온 디멘드 카메라 시스템은, 프린터 유닛이 PCMCIA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타 장치와 맞물려서

이용될 수 있게 하거나, 착탈가능한 다목적 프린터 유닛이 소망하는 대로 사진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본발명의 제 5 태양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전체 크기 및 모양이 종래의 PC의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내에 설치하기에

적합한 프린터 유닛이 제공된다. 프린터 유닛은, 그 내용이 본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된 '일체형 프린팅 시스템을 구비

한 카메라'를 발명의 명칭으로 하는 국제 특허 출원 PCT/AU98/00544에 상세하게 설명된 페이지 폭 크기의 잉크젯 

프린트헤드, 프린트 컨트롤러 칩 및 소모품인 잉크 및 용지 공급 카트리지를 설치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상기 언급된 PCT출원에는 잉크 및 필요시에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용지' 또는 기타 프린트 매체(명세서 전체에는 용

지로 간주된다)를 포함하는 프린트 롤을 이용하는 일체형 프린터를 구비한 카메라 시스템이 게시된다. 본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국제 특허 출원 PCT/AU98/00544의 카메라 장비 중에 이미지 센싱부는 생략되고, 프린트 롤 및 프

린트헤드가 PC의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내에 끼워지도록 구성되고, 프린터 유닛에 설치되도록 설계된다.

프린터 유닛(1)은 PC의 디스크 드라이브 유닛에 삽입되도록 설계되고, 전형적으로 맞물림 러그(3), 배출 버튼(4) 및 

파워 LED(5)를 구비한 서브 프레임(2)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다. 도 1에 명백하게 도시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용지 

배출 슬롯(6)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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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은 상기 국제 특허 출원에 설명된 유형의 용지 및 잉크 카트리지의 삽입을 위해 프린터 유닛을 전체적으로 90°

회전한 도 29의 유닛을 도시하고 있다. 프린터 유닛은 도 1에 도시된 동작 위치와 도 30에 도시된 로딩위치 사이에 

프린터 유닛을 회전하도록, 기어 트레인(8)을 통해 동작시키는, 전기모터(7:도 32)에 의해 회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로딩 위치에서, 로딩 도어(9)는 잉크 및 용지 카트리지(12)에 적합한 개구부(11)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 3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힌지 (10)에 의해 밖으로 열려질 수 있다.

잉크 및 용지 카트리지(12)는 도 31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길이방향으로 삽입하도록 긴 모양을 하고있다.

도 32는 추가 PCB(15)로부터, 각각 PC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의 표준 인터페이스, 및 프린트헤드에 결합가능한 표준 

커넥터(16)로 전자 회로를 접속시키는 가요성 PCB(13, 14)를 포함하는 프린터 유닛의 일부 내장형 장비를 도시한다.

프린트헤드는 바람직하게는 국제 출원 PCT/AU98/00544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잉크 및 용지 카트리지로부터 잉크를 

공급하는 도 32의 16에 도시된 페이지 폭 크기의 잉크젯 프린트헤드이다. 또한 도 32에 도시된 것은 프린트 롤 배출

기(17)이다.

페이지 폭 크기의 프린트헤드의 횡단면이 도 17에 도시되어 있어서, 프린트 챔버(18), 프린트헤드의 덮개 메카니즘(1

9) 및 용지 커터(20)를 명확하게 도시한다. 또한 프린트 롤 도어(22)의 개폐동작을 할 수 있는 프린트 롤 도어 솔레노

이드(21)가 도 35에 잘 도시되어 있다.

도 36의 종단면도에는 프린트롤 베이 커넥터(16), 메인 프린터 회로 보드(23), 회전가능 드럼 구동 모터(7), 기어(8) 

및 드럼 기저부(9)가 잘 도시되어 있다. 도 36에는 또한, 프린트 롤(12)과 프린트 챔버(18)사이에 뻗은 잉크채널(24)

이 도시되어 있다. 용지 커터(20)는 모터 드라이브(25)에 의해 구동된다.

도 36에는 또한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국제 출원 PCT/AU98/00544에 설명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린트 롤을 

구동하도록 배치된 프린트 롤 모터(26) 및 기 어 트레인(27)이 도시되어 있다.

도 38로 가서,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략적인 동작이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컴퓨터 시스템은 프린트 

데이터를, 상술된 PCT출원에 설명된 바와 같은 ACP칩으로부터 변형될 수 있는 프린트 컨트롤러 칩(28)에 전송한다.

ACP칩은 필요시에 이미지를 출력하고, 상기 출원에 설명된 바와 같이, 온보드 인증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는 프린트 

롤(29)을 인증하도록 프린트헤드 및 프린트 롤의 동작제어를 해야한다.

상기 방식으로, 사진크기(전형적으로 6인치×4인치)의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고, PC의 디스크 드라이브 베이내에 

전체가 수용되도록 프린터 유닛을 배치한 소형의 간편한 프린터 유닛이 제공된다.

개선된 제 6 태양에 따른 두가지 실시예에서, 착탈가능한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 어셈블리 및 더 바람직하게는

착탈가능한 용지 또는 기타 프린트 매체 공급기를 별개로 포함하는 내장형 착탈가능 프린터를 구비한 휴대폰이 제공

된다. 적어도 제 1 바람직한 실시예의 휴대폰은 표준크기로, 동작시에 상당한 편리함을 준다. 두 실시예의 중요한 차

이는 프린트 매체의 제작 및 잉크 공급기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

도 39에서, 이어피스(2), 마이크(3), 안테나(4), 일련의 푸시 버튼(5) 및 정도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바람직하게는 컬

러인 LCD스크린을 포함하는, 종래의 휴대폰과 유사하게 보이는 제 1 바람직한 실시예의 프린터 폰(1)이 제공된다.

도 40에서, 제 1 바람직한 실시예의 폰(1)의 배면이 배터리 커버(8)가 분리 된 채로 도시되어서, 프린터 유닛(12)에 

의해 이미지를 프린트하기 위해 명함크기의 카드 또는 용지(10)가 사용되는 프린트 매체 저장 용기(9)를 볼 수 있다. 

카드로의 출력은 이메일이나 기타 유용한 것등으로 휴대폰(1)을 통해 다운 로드된 신호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휴대폰에는, 예를들어, 필요시에 이미지를 감지해서 저장하도록 설계된 CMOS센서를 포함할 수 있는 카메라 디바이

스(13)가 선택적으로 장착될 수 있어서, 이미지 또는 그 캡쳐된 것을 출력하고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카

메라 디바이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 41에는 프린트헤드 어셈블리(16) 및 이송 수단(17)을 포함한 프린터 어셈블리(12)의 더욱 상세가 도시된, 제 1 휴

대폰 디바이스(1)의 부분적인 분해 사시도가 도시된다. 용지 저장 용기(9)는 판 스프링(14)에 의해 탄성 가압되는 일

련의 카드(10)를 포함한다. 기타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트 매체 이송 수단(17)은 기어 트레인(20)을 통해서 

모터에 의해 구동되고, 프린트헤드(16)로 프린트헤드(16)를 통과하도록 개개의 카드(10)를 드라이브하기 위해 사용

되는 핀치롤러(18)의 형태로 제공된다. 프린트헤드는 잉크 분배 유닛(22)을 포함하는, 선택적으로 교체가능한 프린트

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 어셈블리(21)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본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는, 1998년 1

0월 16일에 발행된, 호주 공개 특허 제 PP6534호, '마이크로메케니컬 디바이스 및 방법(IJ46A)'에 게시된 것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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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

제 1 실시예의 잉크 분배 유닛(22)은 컬러 프린팅을 제공하는 일련의 잉크 공급 통(23 내지 26)을 포함한다. 통(23)은

실질적으로 통(22 내지 26)보다 크고, 흑색 잉크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잉크 공급량은 흑색의 약 15%범위에

서 2000페이지 또는 CMYK의 50%의 범위에서 약 200장의 사진을 프린트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프린터 

어셈블리(12)의 더 상세가 도 42a에 도시되고 상기 설명된 공개 특허 명세서에 게시된 폭넓은 기술적인 설명된다.

휴대폰 시스템은 카메라 및 이미지 처리 성능에 더해 통상저인 휴대폰의 성능을 포함하는 일련의 일이상의 응용 주문

형 집적회로(ASIC)의 제어하에 전자적으로 동작된다. 본 제 1 실시예의 전기적인 상호접속관계를 나타내는 샘플 블

록도가 도 44에 도시된다.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PCT 특허출원 PCT/AU98/005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스템의

적절한 응용은 ASIC의 설계에 사용될 수 있다.

기타 대안적인 시스템 디자인이 당업자의 지식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그 기능이 용이하게 이해되는 폰 디바이스의 

기타 특성/구성요소는 하기의 참조번호에 의해 첨부도면에서 동일시된다.

참조번호 특성/구성요소

30 확성기

31 카메라 렌즈 어레이

32 NiMh배터리

33 프린트헤드 커버 몰딩부

34 용지 배출 휠

35 프린트헤드 덮개 메카니즘

36 버튼을 가진 텔레폰 PCB

37 SIM카드

38 SIM카드 배출기

39 배터리 콘택트

도 45 내지 도 53을 참조로 해서, 본발명에 따른 프린터 폰의 제 2 실시예가도시된다. 동일한 부재 번호는 동일한 특

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두 실시예의 중요한 차이점은 일체형 잉크 공급기를 구비한 프린트헤드 및 카드 분배기 대신에, 제 2 실시예는 교체 

가능한 결합형 용지 및 잉크 프린트 롤 카트리지를 사용한다. 카트리지는 실질적으로 본 출원인의 이전 출원인USSN 

09/113,073 'Digital Camera System with Integral Print Roll'; USSN 09/113,053 'Print Media Roll and Ink Repl

aceable Cartridge'; USSN 09/112,744 'Anisotropic Rigidity to Reduce Curl in Rolled Media'; USSN 09/112,82

3 'Miniature Color Printer using Ink and Paper Cartridge'; 및 USSN 09/112,783 'Ink and media Cartridge with

Axial Ink Chambers'에 공지된 것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고, 상기 출원의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된다.

다른 차이는, 비록 스캐닝 장치가 실제로 프린트 롤의 형태로 프린트 매체에 사용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있

지만, 제 2 실시예에 참조로 설명되지만 제 1 실시예에 부가될 수 있는 스캐닝 장치의 선택적인 부가 장치에 있다. 또

한, 스캐닝 장치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공간은, 설계시에 제 1 실시예만큼 소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2 실시예에서 약간의 문제가 된다. 상기 상이한 특정의 더 상세한 것은 하기에 설명된다.

제 2 실시예에서, 폰 케이싱(50)은 폰의 기저부에 형성된 카트리지 해치를 통해서 용지 및 잉크 프린트 롤 카트리지(5

1)를 수납하도록 구성된다. 일반적인 DC인(53) 및 USB 커넥터(54)가 폰의 기저부에 더 제공된다.

상기 특정 실시예에서, 카메라 디바이스(13)는 폰의 후면에 위치되고, 카메라 촬영 버튼(56)을 통해서 동작된다. 프린

터 폰은, 폰의 전면에 위치한 삽입구 (58) 및 폰의 후면에 위치한 출구(59)를 구비한 스캐닝 이미지 슬롯(57)에 의해 

한정되는 이미지 스캔 경로에 인접해서 케이싱의 우측에 위치되는, 선형 CMOS 이미지 센서 형태의 스캐닝 헤드를 더

포함한다.

도 5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용지 및 잉크 프린트 롤 카트리지(51)는 종래의 35mm카메라 필름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폰 케이싱(50)의 좌측에 형성된, 대응하는 프린터 출구 슬롯(62)과 정렬되어서 설치된 용지 출구(61)를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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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카트리지(51)는, 통상적인 사진의 크기 100mm×150mm인 이미지 36장에 충분한 프린트 매체 및 잉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길다.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 어셈블리(21)는 도 65에 도시

된 기저 몰딩부 부분의 뒤에 위치된다.

제 2 실시예의 프린터 폰(1)은, 카메라 및 스캐너 이미지 처리 성능에 더해서 통상적인 휴대폰의 성능을 포함하는 일

련의 일이상의 ASIC칩의 제어하에 동작될 수 있다. 다시, PCT특허 출원 PCT/AU98/00544에 게시된 것과 같은 시

스템을 적합하게 개조한 것이 ASIC칩의 설계에 사용될 수 있다.

사용시에, 제 2 바람직한 실시예의 동작은 추가적인 스캐너 장치를 제외하면 제 1 실시예와 매우 유사하다. 카트리지 

해치(52)를 열어서 오래된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카트리지를 삽입함으로써 용지 및 잉크 공급기를 교체한다. 

카트리지는 프린트헤드에 접속된 잉크 분배 어셈블리의 노즐에 맞물리는 관통가능한 잉크 배출구를 포함한다.

설명되는 제 7 개선된 태양의 바람직한 실시예에는, 프린트헤드와 잉크 공급 기 모듈을 각각 부착가능한 내장형 프린

터를 구비한 휴대폰이 제공된다. 프린터 폰은 PHS, GMS 및 GPRS를 포함한 임의의 시스템의 폰의 표준크기로 또는 

표준 크기에 가깝게 생산됨으로써, 동작시에 더욱 편리해진다.

도 54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피스(2), 마이크(3), 안테나(4), 스피커(5), 일련의 버튼(6) 및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바

람직하게는 컬러인 LCD스크린이 설치되고, PHS폰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여러면에서 유사한 바람직한 실시예(1)가 

도시되어 있다.

폰(1)은 렌즈(11) 및 관련 CCD칩 또는 CMOS센서(12)를 구비한 카메라 디바이스(10)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

CCD 또는 CMOS센서는 필요시에 디바이스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서, 폰이 이미지 또는 캡쳐된 것을

출력하고,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카메라 디바이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내장형 컨트롤

전자 부품의 관련 부분의 동작은, 그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는, 본출원인의 이전 PCT출원 WO 99/045

51,'A replenishable one time camera system'에 게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다. 기타 실시예에

서, 카메라 디바이스는 또한 음성 전송중에 동시에 이미지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디오 회의를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폰 디바이스의 선택적으로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장착된 카메라 펑션이 이 목적에 유용하다. 예를들어,

전방 카메라 방향 및 후방 비디오 회의 방향으로 회전가능하게 될 수 있다.

프린터 장치는 도 15에 전체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프린트헤드, 및 프린트헤드(17), 잉크 공급/분배 유닛(18), 및 프

린트 매체 이송 장치(20)를 구비한 잉크 공급 모듈(16)을 포함한다. 이송 장치는 일련의 이송 롤러(23)를 구동하는 관

련 기어 트레인과 함께 모터(21)를 포함하는 종래 기술의 형태를 하고 있다.

프린터 장치(15)의 패키지는 도 58, 59 및 62에 도시되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프린터 폰(1)은 고정된 섀시 몰딩부

(25)를 둘러싸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섀시는, 섀시 몰딩부에 설치된 하부 절단 홈(27)과 함께 동작하고 프린트헤드 

모듈(16)의 외부 케이싱에 설치된 지지 플렌지(26)에 의해,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16)을 슬라이드 가능하게 

수납하고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프린터 장치(15)의 전체 동작이 도 62에 잘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명함 크기의 용지 또는 카드 용지의 형태를 

하고 있는 프린트 매체(30) 사용시에, 프린트 매체는 외부 폰 케이싱(32)에 제공되는 삽입구 슬롯(31)을 통해서 이송

된다. 이는 수동으로 행해지거나 이하에 설명되는 분배기를 통해서 수행된다. 카드(30)는 전동 삽입구 이송 롤러(23)

에 의해 들어올려 져서 프린트헤드 모듈(16)로 이송된다.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은, 1998년 10월 16일에 출

원되고, 그 내용이 본명세서에 참조되는 호주 가특허 제 PP6534호인 '마이크로메케니컬 디바이스 및 방법(IJ46A)'에 

게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 상기 디바이스에서, 프린트헤드는 프린트 매체 전체 길이에 이르는 

긴 프린트헤드 칩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어떤 프린트헤드 이동 메카니즘을 요하지 않고, 한번 지나감으로써 프린트

매체의 전체 폭을 프린트할 수 있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은 소정량을 사용한 이후에 전체를 교체하는 밀봉된 유닛의 

형태가 된다. 잉크 공급 및 프린트헤드 모 듈의 자세한 구조는 도 61에 더 자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잉크 공급/분배 유

닛(18)은 흐름제어 격벽(41)을 선택적으로 가지고, 4개의 별개의 잉크 공급 챔버(37-40)를 한정하는 매크로 홈 몰딩

부(36) 및 커버(35)를 포함하는 몰딩된 멀티 파트 구조를 하고 있다. 정확하게 프린트헤드의 배면의 미세 잉크 공급 

삽입구에 잉크를 송급하는 수렴 잉크 플로우 노즐을 한정하는 마이크로 몰딩부(42)가 마이크로 홈 몰딩부(36)의 수렴

배출구에 접속된다. 선택적으로 잉크 필터(44)가 두 몰딩부 사이에 제공된다. 프린터 헤드가 사용되지 않을 때, 노즐 

배출구를 밀봉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듈의 일부로서 덮개 디바이스(47)가 제공된다. 잉크 공급량은 평균적으로 흑

색의 약 15%범위에서 1000페이지 또는 CMYK의 50%의 범위에서 약 100장의 사진을 프린트하기에 충분하다고 평

가되고 있다. 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의 추가적인 기술 설명은 상기 언급된 가특허 명세서 PP6534 및 관련 출

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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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시스템은, 카메라 및 이미지 처리 성능에 더해서 통상적인 휴대폰성능을 포함하는 일련의 일이상의 응용 주문

형 집적회로(ASIC)의 제어하에 동작될 수 있다. 본출원인에 의해 출원된(또한 참조로 포함되는) PCT 특허 출원 PCT

/AU98/00544에 게시된 시스템의 변형체가 ASIC의 설계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전기적인 상호접속관

계가 도 16에 블록도로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기타 시스템 설계도 사용될 수 있다.

다음, 도 64 내지 도 68을 참조로, 상기 실시예의 PHS폰에 사용되도록 구성된 프린터 매체 분배기(50)가 도시된다. 

분배기는 매체 저장부분 및 분배 영역(52) 을 한정하는 하부 몰딩부(51) 및 프린터 폰(1)을 지지하고 분배기의 배출구

와 정렬시키는 크레이들(53)을 포함한다.

프린트 매체 분배기와 폰(1)과의 상호작용은 도 67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분배기(50)는 명함 

크기의 용지 또는 카드 시트(54)의 형태의 다량의 프린트 매체가 배치된 저장 영역(52)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카드는

도 6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대 방향의 스프링 핑거(56)금속 기저 플레이트(55)상에 지지된다. 이 때, 카드 공급기는 

매체 배출 메카니즘(58)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상부로 방향을 유지한다. 매체 배출 메카니즘은, 리턴 스프링(60)에 대

해서 수동으로 슬라이딩 조작해서, 제일 위에 있는 카드를 픽업해서 배출기 배출구(61)의 외부쪽으로 이를 이송해서 

폰(1)상의 매체 배출 슬롯(31)에 이송하는 배출 슬라이더(59)를 포함한다. 배출시에 슬라이더는 자동적으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해서 다음 카드에 맞붙음으로써 추가적인 로딩을 할 준비를 한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터 폰(1) 또는/및 프린터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16)은 본 출원인의 이전의 PCT출원 PCT/AU98/

00544, 'A camera with an internal printing system'에 게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인증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이는 

인증된 승인 제품(프린트헤드 및 잉크 공급 모듈등의)이 프린터 폰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잉크 또는 프린트헤드와 같

은 소비재 구성요소의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아이템의 소정의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발명의 폰 디바이스는 프린트 가능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임의

의 종류의 휴대폰이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람직한 형태는 일체형으로 잉크 공급기가 부착되어 있는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유닛을 구비하고 있지만, 잉크 공급기는 별개로 될 수 있고, 또한 임의로 별개로 리필가능하게 될 수 있

다.

제 8 개선된 태양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바람직하게는 명함크기의 카드에 비디오 게임의 쌍방향성을 높이는 

정보를 인쇄가능한 일체형 프린터를 포함하는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가 제공된다.

도면을 참조로, 프린터 모듈(2) 및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플레이어 모듈(3)을 포함하는 비디오 게임 콘솔(1)이 

도시되어 있다. 도 7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착탈가능한 컨트롤러 모듈(4)이 콘솔에 접속된다. 착탈가능한 컨트

롤러 모듈은 '블루투스'등의 무선 시스템 또는 케이블을 포함한 임의의 적정한 수단을 통해서 콘솔과 통신가능하고, 

자성 커플링 또는 기계적인 결합 부재를 포함한 임의의 적정한 수단을 통해서 콘솔에 해제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다.

프린터 모듈(2) 및 DVD 플레이어 모듈(3)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피벗(8)으로 힌지된 하우징 돌출부(6, 7)를 접

속시키는 수단에 의해 상호 접속된다. 하부 접속 돌출부(7)는 조이스틱 및 기타 대화식 디바이스를 선택적으로 접속

시키기 위해 다양한 입출력 커넥터 및 포트(9)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디오 출력 포트는 이 분야에 일반적인 

표준 비디오 타입 디바이스와 접속하기 위해 제공된다. 외부 전원 또는 콘솔에 상호접속되는 사운드 시스템등의 기타

디바이스용 기타 포트가 제공된다.

DVD 플레이어 모듈(3)은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 DVD게임 디스크(10)를 취할 수 있다. DVD플레이어는 하이엔

드 프로세서(도시생략)와 상호접속하는데, 이하이엔드 프로세서는 표준 하이엔드 비디오 게임 프로세서와 유사한 라

인이나, 또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는 PCT 특허 출원 PCT/AU98/00544에 게시된 것의 라인을 따라 구성될 

수 있다. 프로세서는 표준 비디오 게임 기능용 메모리를 이용하고, 프린트 컨트롤러 칩과 대화하는데, 상기 프린트 컨

트롤러 칩은 프린터 모듈(2)내의 PCB(11)내의 하이엔드 프로세서와 함께 하우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트롤러 칩(

도시생략)은 본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는 1998년 11월 9일에 출원된 호주 가출원 특허 'Image creation method a

nd apparatus(ART77)'에 게시된 라인을 따라서 구성될 수 있다. 콘솔을 구동하는 배터리는 화살표(12)로 도시된 바

와 같이 DVD플레이어 모듈의 기저부에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린터 모듈(2)은 동시에 DVD 플레이어 모듈(3)의 덮개가 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터 유닛을 DVD모듈에 힌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프린터 모듈(2)은, DVD 플레이어 모듈의 상부 표면에 형성된 

DVD 디스크 수납 컴파트먼트를 모두 수용하도록 구성된 기저 몰딩부(14)를 포함한다. 기저 몰딩부(14)는 일체형 섀

시 구조물(16)을 형성하는데, 이 일체형 섀시 구조물은 그 하부로 잉크 및 용지 카트리지(18)를 수납해서 위치시킨다.

섀시 구조물(16)의 상부 구조물은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어셈블리(19), 프린트 매체 이송 메카니즘(20) 및, 잉크 

접속 호스(21)를 지지하고 있고, 이 호스는 섀시 상의 잉크 배출 노즐(22)과,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어셈블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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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 공되는 잉크 주입 노즐(23)을 연결시킨다. 프린터 및 DVD 컨트롤 PCB(10)도 섀시(16)의 상부에 의해 지지되

고, DVD와 최상부 커버 몰딩부(29)상에 제공되는 프린터 컨트롤 버튼(27, 28)을 상호접속시키기 위해 이 상부로부터

뻗어있는 가요성 접속부(26)를 구비하고 있다.

프린트헤드, 잉크 분배 어셈블리 및 프린트 매체 이송 수단의 상세한 것은 도 77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는 페이지 폭 크기의 잉크젯 프린트헤드 칩의 형태를 하고 있는 프린트헤드는 잉크 분배 유닛 및 프린트헤드 커버를 

가지고 프린트헤드 모듈(30)내에 포장된다. 상기 모듈(30)은 프린트헤드 몰딩부(32)의 위에 지지되고, 프린트헤드 덮

개 메카니즘(33), 쌍이 되는 프린트헤드 드라이브 컨트롤러(34, 35), 스테퍼 모터(36) 및 구동 롤러(34, 35)와 맞물리

는 관련된 기어박스(37)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잉크 및 용지 카트리지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되어있는, 본원과 동시에 출원되어 계류중인 'Ink and 

Print media cartridge with integral pickup roller'에 명시된 것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부된 도면에 따른 기

타 실시예에서, 잉크 및 용지 카트리지는 용지 카드 또는 시트(42)의 스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부 프린트 매

체 저장 영역(41)을 수납하는 케이싱(40)을 포함한다. 카드 분배 배출구는 43으로 도시되어 있다. 케이싱의 하부는 

관통가능한 잉크 공급 배출구(46)와 접속되는 네개의 부분으로 내부가 나누어진 잉크 공급 영역을 형성한다. 설치시

에, 상기 배출구(46)는 기저 몰딩부의 하측부의 형성물에 의해 뚫어져서 잉크가 카트리지로부터, 섀시(16)상부의 배

출 노즐로 흘러서, 접속 호스 (21)를 통해서 프린트헤드 및 잉크 분배 어셈블리(19)로 흐른다.

기타 실시예에서, 프린터 유닛 및 프린트 매체 용기는 콘솔에 스냅 끼워맞춤되고, 콘솔은 본발명에 참조로서 포함되는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호주 가특허출원 'Image creation method and apparatus(ART79)'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원리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사용시에, 콘솔은 비디오 디바이스에 접속되고, DVD(48)는 DVD플레이어 모듈(3)에 삽입된다. 이후에 적절한 컨트

롤러가 선택된다. 이 컨트롤러는 도 70에 도시된 착탈가능한 컨트롤러 모듈(1)이 될 수 있고, 또는 대안적으로 다른 

외장형 상호 접속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 프린터는 이후에 하기에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수동 또는 자동적으

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동작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가 필요시에 카드를 프린트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이런 카드는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우선, 비디오 게임기는 임의의 소정의 레벨로, 일련의 '브래그 카드(br

ag card)'를 인쇄할 수 있다. 이는 게임의 임의의 포인트에서만 실행될 수 있는 고 해상도의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브래그 카드는 게임 플레이어 이름, 점수, 선택된 캐릭터, 축적된 재산 또는 소유물등으로 개인 전용화될 수 있다. 카

드는 또한, 비디오 게임 배치(arrangement)에서 임의의 이미지 센서(도시 생략)가 있는 위치에서의 사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옵션을 가지고 브래그 카드는 3차원특성등으로 매핑된 사진으로 개인 전용화할 수 있다.

DVD 플레이어는 CD-ROM을 판독하도록 구성된 것에 더해서 표준 DVD무비를 재 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백과

사전으로부터의 정보, CD-ROM이나 DVD디스크등에 의해 제공되는 맵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DVD무비

로부터의 이미지 및 상기 CD-ROM이나 DVD저장매체로부터의 정보를 인쇄할 수 있다. 바람직한 형태는 DVD플레이

어 또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대화식 프로그램이 CD-ROM 또는 반도체 메모리 카트리지에 저장될 수 있

으며,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카트리지는 종래의 기술의 포켓 사이즈 비디오 게임 디바이스로 널리 사용된다.

대안적으로 바람직힌 실시예가 휴대용이 아닌 외장형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지만, 게임 저장 매체, 컨트롤부, 게임 프로세서, 스크린 오디오 및 프린터가 동일한 하우징에 수용되고, 필요

하다면 포켓 사이즈가 될 수 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곳에서는, 프린터는 다양한 레벨에 이르는 규격 상장이나 증서를 프린트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동기를 유발시켜서 시스템에서 실행중인 교육

용 소프트웨어에 더 심취하게 한다. 예를들어, 디바이스가 게임 플레잉 머신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다양한 스텝으로 

필요한 임의의 정보나 상장등이 프린트되는 것을 통해서,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부모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아이

들을 모니터할 수 있다. 상기 배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코드 또는 답안을

인쇄하는, 게임 플레잉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이의 상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물론, 다른 인터액티브한 용도도 

제공된다.

도면을 참조로, 전체적으로 2로 도시되어 있는 케이싱을 포함한 프린팅 디바 이스의 제 9 개선된 태양에 따른 카트리

지(1)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형태에서, 케이싱은 용지등을 수납하는 프린트 매체 공급부(3) 및 잉크 공급기를 수납하

는 제 2 저장부(4)를 포함한 두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상기 카트리지는 디지털 프린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도

록 설계되고, 특히 드롭-온-디멘드 잉크젯 프린팅 디바이스에 적합하다.

케이싱(2)은 또한 프린트 매체 저장부(3) 및 전체적으로 7로 도시되어 있는 프린트 매체 운송 메카니즘에 접속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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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 매체 배출 개구부(5)를 한정한다. 상기 운송 메카니즘은 프린트 매체 배출구에 인접해서 프린트 매체 하우징부(

3)내에 설치되어서 작동시에 프린트 매체를 픽업해서 프린트 매체 배출 개구부로 이동시킨다.

카트리지의 프린트 매체 저장부의 구성요소를 고려할 때, 대응하는 바닥 몰딩부(11)와 쌍을 이루는 매체 최상위 몰딩

부(10)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딩부는 결합되어서, 용지 또는 카드의 스택의 형태로 프린트 매체

가 수납되는, 일반적으로 사각형인 프린트 매체 저장 영역(10)을 한정한다.

최상위 및 바닥 몰딩부(10, 11)는 모두 전면 단부에 구성되어서 결합되어서 프린트 매체 개구부(5)를 한정한다. 사용

시에, 카드(8)의 스택은 저장영역(12)내에 배치된다. 이 카드의 스택은 얇은 금속 스프링(15)에 의해 바닥 몰딩부(11)

의 상부 표면과 맞닿도록 아래로 향하게 되고, 상기 얇은 금속 스프링은 최상위 몰딩부(10)의 내측 하부 표면에 반대

방향으로 지지하고 있다.

도시된 바람직한 형태의 프린트 매체 이송 메카니즘은 기어형 픽업 롤러 어 셈블리(18)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어셈

블리는 구동축(19), 구동축에 확고하게 접속된 픽업롤러(20) 및 외부 구동 기어(21)를 포함하고 있다.

운송 어셈블리(18)는 최상위 및 바닥 프린트 매체 몰딩부에 의해 형성된 케이싱부내에 수납되어 유지되고, 구동축(19

)은 배출 개구부(5)의 하부에 위치된 홈(23)에 형성된 아치형 립(22)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된다. 최상위 몰딩부는

픽업 롤러(20)를 지지하는 구동축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구동기어(21)는 노출된 채 

남겨져 있다. 대안적인 형태로, 구동 기어는 프린터 디바이스의 대응하는 전동 롤러와 맞물림하기 위해 케이싱 내의 

개구부를 통해서 액세스될 수 있다. 플라스틱 및 금속편(25)이 배출 개구부(5)에 인접해서 제공된다. 이 편은 배출구

를 가로질러서 하부로 뻗어있도록 크기가 정해져서, 한번 운송 메카니즘이 동작되면, 오직 한장의 용지 또는 카드가 

배출구를 통해서 한번 이동된다.

잉크 저장부(14)는 카트리지 케이싱의 일부를 형성하는 두개의 분리된 몰딩부로 동일하게 형성된다. 제 1 몰딩부는 

복수의 별개의 잉크 챔버(27)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잉크 저장 기저 몰딩부(26)이다. 궁극적으로, 챔버는 상기 기저 몰

딩부(26)와의 직간접적인 접속에 의해 밀봉되어서 몰딩부를 커버하고, 바람직한 실시형태로서 이 구성은 프린트 매체

저장 바닥 몰딩부(11)의 하측부(28)에 의해 제공된다.

도시된 바람직한 형태에서, 벽이 되는 개재된 얇은 변형가능 막(30)이 제공되므로 두개의 몰딩부의 접속은 간접적이

고, 상기 막은 바람직하게는 기저 몰딩부 (26)에 의해 형성되어서 잉크 챔버(27)내에 넣어지도록 돌러싸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립시에, 기저 몰딩부(26)는 얇은 변형가능 막(30)의 바깥 가장자리 둘레에 제공되는 플랜지(31)와 접

속되어서 밀봉되는데, 상기 막은 프린트 매체 저장 바닥 몰딩부(11)의 하측부(28)와 밀봉하도록 접속된다.

도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잉크 챔버 기저 몰딩부(27)는 상기 프린트 매체 저장 영역 의 주위 가장자리에서

뻗어있어서, 잉크 공급 접속 매니폴드 영역(32)을 형성한다. 매니폴드(32)의 상부에는 프린트 매체 저장 버튼 몰딩부

(11)의 돌출부(33)가 형성되어 있고, 관통가능한 잉크 시일(35)에 의해 봉해진 복수의 잉크 접속 노즐을 포함한다. 사

용시에, 잉크는 상기 변형가능 막에 저장되고, 잉크 접속 노즐(34)과 유체 분배관계가 된다. 잉크가 빠져나감에 따른 

변형가능 막(30)의 붕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잉크 저장 기저 몰딩부(26)에, 바람직하게는 잉크 노즐로부터 멀리

있는 단부에 통풍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트리지 케이싱의 다양한 구성요소가 접착제, 초음파용접 또는 기

계적인 착탈 방지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조립될 수 있다.

본발명의 카트리지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비디오 게임 콘솔에 사용하는 것이고, 상기 비디오 

게임 콘솔은 본명세서에 참조로 되어 있고, 동시에 출원된 호주 가특허 출원 PP7020 및 대응 미국 출원 'Video game

console with integral printer device' 에 명시된 종류의 일체형 프린터를 구비하고 있다.

사용시에, 본발명의 카트리지는 적절하게 구성된 프린터 디바이스에 삽입되 어서 프린터 메카니즘에 제공되는 대응 

구동 기어와 정렬되어서 맞물린다. 이런 구성의 이점은 다수 존재한다. 카트리지내에 운송 수단이 제공되어서, 메카니

즘 및 프린트 매체가 차폐유닛내에 수납됨으로써 용지 또는 기타 매체가 정확하고, 초기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카트리

지밖으로 운송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래의 기술의 카트리지에서, 카트리지는 프린터 디바이스내에 

장착된 픽업롤러로 가압되어서, 하측부로 용지를 배출시킨다. 반대로 본발명의 설계는 프린트 매체를 동일범위까지 

노출시키는 개구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더 큰 구조적 완성도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본 설계는 템퍼프루프 유닛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관한 추가적인 이점은 로딩시에 프린터 메카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뚫어지는 잉크 배출 노즐

의 시일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점에 있어서, 카트리지는 일회용품만을 사용한다. 더욱이, 변형가능한 막과 기저부가 

동시에 몰딩되고 조립되어서 완벽하게 밀봉된 잉크 챔버를 형성할 수 있는 잉크 챔버 몰딩부의 구조는 제조가 및 효

율에 있어서 이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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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매체 운송 메카니즘은 픽업롤러 메카니즘에 한정되지 않고, 카트리지 케이싱의 외측으로 부터 외부적으로 구

동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메카니즘이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잉크 저장 수단은 명시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변형가능한 또는 변형불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록 본발명이 특정 실시예를 참조로 설명되었지만, 이들이 다른 다수의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카트리지내에 운송 수단이 제공되어서, 메카니즘 및 프린트 매체가 차폐유닛내에 수납됨으로써 용지 또는 기타 매체

가 정확하고, 초기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카트리지밖으로 운송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래의 기술의 카

트리지에서, 카트리지는 프린터 디바이스내에 장착된 픽업롤러로 가압되어서, 하측부로 용지를 배출시킨다. 반대로 

본발명의 설계는 프린트 매체를 동일범위까지 노출시키는 개구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더 큰 구조적 완성도를 이

룰 수 있다. 또한, 본 설계는 템퍼프루프 유닛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관한 추가적인 이점은 로딩시에 프린터 메카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뚫어지는 잉크 배출 노즐

의 시일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점에 있어서, 카트리지는 일회용품만을 사용한다. 더욱이, 변형가능한 막과 기저부가 

동시에 몰딩되고 조립되어서 완벽하게 밀봉된 잉크 챔버를 형성할 수 있는 잉크 챔버 몰딩부의 구조는 제조가 및 효

율에 있어서 이점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린팅 디바이스용 카트리지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는:

접착 코팅된 프린트 매체의 공급기를 수납하는 제 1 용기부 및 잉크 공급기를 저장하는 제 2 용기부를 형성하는 카트

리지 케이싱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용기부는 연속적인 받침 재료의 롤상의 스티커 재료를 포함한 프린트롤 형태의 접착 코

팅된 스티커 재료를 유지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잉크 저장 용기는 상이한 색의 잉크를 저장하기 위하여 복수의 별개의 챔버로 나누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잉크 저장 용기는 프린팅 디바이스에 설치시에 관통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잉크 배출구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프린팅 디바이스에 의해 인식가능한 임의의 형태의 인증 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

리지.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티커 롤을 수납하는 케이싱부는 원형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티커 롤을 수납하는 케이싱부는 전체적으로 원형의 구성을 하고 있고, 잉크 저장 용기는 전

체적으로 케이싱부로부터 방사상방향외측으로 뻗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싱은 프린팅 디바이스와 스냅 끼워맞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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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싱은 스티커 배출 개구부를 포함하고, 프린팅 디바이스로부터의 픽업롤러를 수용하도록 

된 개구부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스티커 및 잉크 공급기가 동시에 리필될 수 있도록 밀봉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스티커 프린팅 디지털 카메라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접착 코팅된 프린트 매체 및 상기 잉크 공급기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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