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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가 수용된 스탠드형(stand alone) 또는 랩톱(laptop)형 베이스 컴퓨터에 관한 것이
다. 스탠드형(또는, 랩톱형) 베이스 컴퓨터 및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는 각각, 상대편 컴퓨터와 함께 또는 독립하여 동
작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은 동작을 위해, 아니면 상대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해, 통신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표준 또는 종래의 랩톱(laptop)형 컴퓨터의 앞쪽 상면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헤드세트와 전원수단을 뺀, 분리가능한 또는 착탈 가능한 이동성 컴퓨터를 가진 랩톱형 베이스
컴퓨터의 일실시예의 앞쪽 상면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데스크톱(desktop)형 베이스 컴퓨터가 분리가능한 또는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와 함께 사용
된 구조의 정면 사시도.

  도 4는, 베이스 컴퓨터로부터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의 분리 후에,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착탈가능한 모니터 및 선택
적으로 착탈가능한 키보드 구동수단을 착용한 상태의 정면 사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등록특허 10-0473090

- 1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착탈가능한 유니트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스템, 상세하게는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가 수용된 베이스 컴
퓨터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5,305,244호(Newman 외)에는, 핸즈프리를 지원하는 휴대용 컴퓨터가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문헌에
개시된 콤팩트한 이동성 컴퓨터는, 지버노트 코포레이션(Xybernaut Corporation, Fairax, VA, USA)의 등록상표

"Mobile Assitant "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5,305,244호는 Mobile Assitant 유니트의 구조와 기
능을 모두 상세하게 개시하고 있고, 이것은 본 출원의 개시에 참조로 된다. 또한, 1995년 10월 2일 출원되고, 본 출원인 소

유의 미합중국 특허출원 SN O8/538,194호에는 음성구동수단 이외의 구동수단을 포함하는 Mobile Assitant 의 또 다른
변형이 개시되어 있다. SN 08/538,194호의 개시도 또한 본 출원의 개시에 참조로 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5,305,244호 및
미합중국 특허출원 SN 08/538,194호 모두에는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를 사용자 신체에 부착하는 수단을 가지는 신체착용

이동성 컴퓨터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Mobile Assitant 는 매우 경량이고, 다용도이고, 능률적이며, 다른 스탠드형 또는
랩톱 컴퓨터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은 사용될 수도 있다.

  랩톱 컴퓨터도 휴대가능하지만, Mobile Assitant 의 정도만큼 다기능적이지는 않다. 즉, 랩톱 컴퓨터는 착용할 수 없고,

Mobile Assitant 와 같이 핸즈프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랩톱 컴퓨터는, 집 또는 사무실과 떨어져 있는 동안, 스
탠드형 시스템 및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하는 원격 컴퓨터와 같이, 액세스, 열람, 기억, 실행, 조작 및 정보 통신을 하여
야 하는 사용자에게 이동성을 준다.

  "랩톱"은 여기에서 베이스 컴퓨터로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스탠드형 또는 스테이션형 컴퓨터와 같은 어떠한 컴퓨
터라도,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코어 컴퓨터)를 수용하는 "베이스 컴퓨터"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의 "스탠드형
컴퓨터" 또는 "스테이션형 컴퓨터"는 랩톱, 데스크톱 또는 다른 적절한 베이스 컴퓨터를 포함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그들의 현장 서비스 기사 각자에게 제조자로부터 받은 기술데이터를
그들의 랩톱 컴퓨터에 로딩하기 위한 3.5인치 플로피디스크를 포함하는 모든 표준 구성품(프로세서, 메모리, 불휘발성 기
억장치 등)으로 구성된 랩톱 컴퓨터를 지급한다고 하자. 제조자가 그들의 기술 정보를 3.5인치 플로피디스크로 제공한다
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 서비스 기사가 GE 변압기 장비의 고장을 발견하여 수리하는 기술 데이터를 CD-
ROM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기사의 랩톱 컴퓨터가 3.5인치 플로피 드라이브만을 가지고 CD-ROM 리더기가 없기
때문에, 기사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제조자의 변압기 타입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랩톱 컴퓨터의 제조자들에 의한 해결책은, 부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랩톱 컴퓨터의 기능성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랩톱 컴퓨터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위의 예에서, 현장 서비스 기사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CD-ROM 드라이브로 교체하는 작업을 먼저 행하여야 하고, 비로서 GE에 의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그들의 변압
기 장비를 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기사가 이제 랩톱 컴퓨터의 CD-ROM으로부터 필요한 기술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기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실용적이다. 그러나, 변압기가 전화용 전주의 위에 위치하여 전주에 올라가야만 접근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기사가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기사는 결국 그의 컴퓨터를 남겨두고 컴퓨터
를 휴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작업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이 경우에 대부분의 휴대용 랩톱 컴퓨터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기사가 소
정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랩톱 컴퓨터에 들어있는 정보를 동시에 액세스, 조작, 열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완전한 핸
즈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손으로 전화용 전주에 올라가거나 다루기 어려운 장치를 작업 또는 조작하거나, 부품을
휴대하는 때에, 이런 활동을 수행하면서 랩톱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것은 실행이 어려울 분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 표준 랩톱(또는 다른) 컴퓨터로서 기능하면서, (2) 모든 기본 구성품 및 포트를 제
공하고, (3) 랩톱 또는 스테이션형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데에 적합한(즉, 안전한) 환경에서 동작하고, 또 (4) 필요에 따라, "
코어 시스템"을 분리하여 기사의 신체에 부착할 수 있고, 헤드장착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play)(HMD)나 다른 신
체착용 디스플레이 중 어느 하나 및/또는 음성 확인 또는 되풀이재생에 의한 음성인식, 음성 입력 및/또는 출력, 그리고 다
른 형태나 수단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사가 계속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해결책
은 미합중국 특허 제5,305,244호에 기재된 형태의 신체착용 핸즈프리 컴퓨터로서 사용될 수 있는 랩톱 및 착탈가능한 유
니트를 포함하는 투-인-원(two-in-one)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단점을 해소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어떤 환경에서도 동작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착탈가능한 이동성/착용가능한 컴퓨터의 이점을 부가된 랩톱 또는 종래의 스테이션형 컴퓨터의
모든 이점을 가지는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에게 최대의 기능성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분리된 기능의 2개의 컴퓨터, 즉 이동성/착용가능한 컴퓨터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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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은 상기 랩톱 컴퓨터로부터 분리되어 완전하게 기능하는 수단을 가지는 착탈가능한 자체완비된 이
동성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랩톱 컵퓨터(또는 베이스 컴퓨터)에 의하여 달성된다. 본 개시 및 특허청구범위 전체에서 용어 "
자체완비된"은 종래의 컴퓨터 구성품을 가지지만, 그와 함께 데이터 및 정보의 외부공급원과 인터페이스로 접속하는 성능
이 내장된 범용 컴퓨터를 의미한다. 상기 이동성 컴퓨터는 종래의 범용 컴퓨터의 모든 구성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동성 컴퓨터는 미합중국 특허 제5,305,24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른 신체 또는 헤드 디스플레이 수단과 함께,
사용자의 신체에 부착되기 위한 수단을 가진다. 이 컴퓨터 시스템은, 이동성 컴퓨터가 베이스 컴퓨터로부터 분리된 후에,
베이스 컴퓨터 및 이동성 컴퓨터가 모두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부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일상 생활 중에 랩톱 컴퓨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서 핸즈프리로 정보를 액세스할 필요가 있는 컴퓨터 사용
자뿐 아니라, 차량 내에서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로부터 종래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에게, 최대
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주도록 본 발명은 설계되었다. 본 발명의 이동성 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구동수단"은, 음성구동,
눈트래킹, 브레인구동, 및 펜구동을 포함하고, 이들 모두는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출원 SN08/538,194호에 상세히 기재
되어 있다. 그 외에, 마우스구동(종래) 또는 다른 적절한 구동수단 또는 상기 구동수단의 조합에 의한 구동수단이 본 발명
의 이동성 컴퓨터의 구동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는 3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첫째, 분리가능한 이동성 컴퓨터가, 상기 SN 08/538,194

호에 개시된 시스템과 같은 디스플레이 및 전원수단을 뺀 현재의 Mobile Assitant 유니트의 모든 표준 특징을 가지도록
설계될 수 있다. 표준 특징이라 함은, 프로세스, 메모리, 내부 불휘발성 기억장치, 구동수단, 비디오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연결회로를 포함하는 PC카드슬롯, 외부 비디오 커넥터, 및 직렬/병렬/키보드/배터리/HMD(헤드장착 디스플레이) 커넥터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랩톱 토킹 유니트(베이스 컴퓨터)로부터 이동성 유니트(이동
성 컴퓨터)를 연결중단/도킹해제하고, 이동성 유니트(이동성 컴퓨터)를 사용자에게 장착하고, 배터리 및 헤드장착 디스플
레이를 부착하고, 계속하여 작업하게 된다. 이동성 컴퓨터가 작동 중인 때(즉, 핫(hot) 도킹), 또는 이동성 컴퓨터가 보류
또는 대기 모드인 때(즉, 웜(warm) 도킹), 베이스 컴퓨터(엔클로져(enclosure))로부터 이동성 컴퓨터(코어(core))를 도킹
또는 도킹해제하는 것은 편리성의 측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2 실시예에 있어서, 코어(이동성 컴퓨터)는 엔클로져(베이스 컴퓨터)에 부착 즉, 도킹되고, 엔클로져(베이스 컴퓨터)는
PC카드 하우징을 포함하는 모든 주변 기기 커넥터 포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여러가지 이점을 가진다. 첫째, 일부
의 외부 커넥터는 분리된 도킹장치에 위치되므로, "코어 유니트"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디자인은, 코어
유니트를 변형할 필요없이 상이한 응용(예를 들면, 의료기구시험, 목록작성 등)을 위하여 특수한 엔클로져를 개발하기 위
한 최대의 자유도를 제공한다. 엔클로져는 자동차나 집 등의 어떠한 환경에든 그에 맞추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러한 디자인은 매우 유용하다. 본 실시예에서도 마찬가지로 핫/웜 도킹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제3 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주변 I/O회로 및 관련 커넥터(비디오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PC카드 컨트롤러 등)를 분리하고,
주변 구성품 회로 및 관련 커넥터를 다른 엔클로져에 직접 내장함으로써 코어 유니트의 크기를 더욱 최소화한다. 이 경우,
"코어 유니트"는 프로세서, 메모리, 불휘발성 기억장치, 키보드 컨트롤러, 전원 커넥터, 및 지원회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디자인은 또한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모든 주변 구성품 회로가 코어 유니트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코어 유니
트의 크기는 전술한 제2 실시예의 것보다 더욱 축소된다. 둘째, 모든 I/O 주변 지원회로 및 관련 커넥터가 다른 엔클로져에
내장되고, 이로써 코어 유니트는 모든 외부 구성품을 최고의 성능으로 구동할 수 있고, 또 사용자의 요구에 따를 뿐만 아니
라 시스템의 기능성을 한정할 수 있는 특수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할 수있는 능력을 시스템 인터그레이터/디자이너에게 제
공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타입의 구조를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불휘발성 기억장치에 기억된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코어 유니트를 항상 사용자가 휴대

하기 때문에, 다수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사무실 데스크톱용, 랩톱용, Mobile Assitant 용)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소
프트웨어 비용을 초소화한다. 이러한 양태는 개시된 모든 실시예에 대해서 마찬가지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랩톱으로부터 모니터 및 키보드를 분리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Mobile Assitant 용의
디스플레이수단 및 구동수단 또는 다른 구동수단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헤드세트 디스플레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컬러성능, 고해상도 및 그룹보기 기능과 같은 모니터 이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성 컴퓨터를 분리하고 남아 있는 베이스 컴퓨터는 실질적으로 컴퓨터 동작구성품
이 일부 결여된 셀(shell) 컴퓨터일 수 있다. 이들 두 실시예에 있어서, 무선 또는 다른 통신수단이 셸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에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서는 키보드(2), 내부 불휘발성 기억장치(3), 플로피드라이브(4) 및 디스플레이스크린(5)을 가지는 종래기술의 랩
톱 컴퓨터(1)를 보여준다. 이러한 종래기술의 랩톱 컴퓨터의 구조 및 기능은 많은 공보에 개시된 공지 기술이다.

  도 2에서는, 키보드(7), 디스플레이스크린(8), 및 이동성 컴퓨터(10)를 수용하기 위한 하우징(9)과 같은 통상의 랩톱 구
성품을 가지는 베이스 컴퓨터(6)(이 경우에 랩톱형 컴퓨터이다)를 보여준다. 여기서의 이동성 컴퓨터(10)는 예컨대

Mobile Assitant 일 수 있다. 베이스 컴퓨터는, 이동성 컴퓨터(10)로부터 독립하여 기능하거나 또는 이동성 컴퓨터(10)의
구성품 없이도 기능할 수 있고, 또 이동성 컴퓨터(10)과 함께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 베이스 컴퓨터(6) 및 이동성 컴퓨터(10)는 모두 서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고, 분리되어 있는 때에도 서로 통
신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스크린(8)은 고정될 수도 있지만, 분리된 이동성 컴퓨터(10)를 위한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도록 분

등록특허 10-0473090

- 3 -



리되어 지는 것일 수도 있다. 랩톱 및 Mobile Assitant 은, 일실시예에서, 키보드(7), 디스플레이스크린(8), 플로피드라이
브(11) 및 전원(12)과 같은 구성품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베이스 컴퓨터는 PCMCIA(14)에 대해 이동성 컴퓨터에
의존할 수 있다(다른 적절한 수단은 "PCMCIA" 용어에 포함된다). 음성, 눈트래킹, 펜구동 또는 브레인구동수단(16)은 이
동성 컴퓨터(10)를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상술한 미국특허출원 'SN08/538,194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또한,
마우스 구동수단(13)은 랩톱형 베이스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이동성 마우스구동수단(15)은 본 발명
의 이동성 컴퓨터(10)를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신장부(27)는 개구(28)에 끼워져 결합되는 전기적 커넥터로서
이동성 컴퓨터(10)가 하우징(9) 내에 있을 때, 베이스 컴퓨터(6)와의 통신을 위한 수단이다.

  도 3에서는, 디스플레이수단과 전원수단이 없는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18)를 내장하고 있는 테스트톱형 베이스 컴
퓨터(17)를 보여준다. 이동성 컴퓨터(18) 및 베이스 컴퓨터(17)는 양자가 모두 자체완비된 것일 수 있다. 즉, 양자가 필요
한 모든 컴퓨터 구성품을 내장하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베이스 컴퓨터(17) 또는 이동성 컴퓨터(18) 중 적어도
하나의 유니트는 필요한 컴퓨터 구성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장할 수 있고, 나머지 즉 셀 유니트는 셀 유니트를 동작시키
는 나머지 구성품 및 무선 또는 다른 통신수단을 가지도록 구성될 수 있다.베이스 컴퓨터(17)는 모니터 즉, 디스플레이수
단(19)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모니터일 수도 있고, 또는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18)를 위한 디스플레이 수단
으로서 사용되도록 적절한 수단에 의해 착탈가능한 모니터일 수도 있다. 마우스컨트롤(20) 또는 키보드(21)도 이와 마찬
가지이며, 이들은 종래의 마우스컨트롤 및 키보드일 수도 있고, 또는 베이스 컴퓨터(17)로부터 착탈가능한 것일 수도 있으
며, 착탈가능한 이동성 컴퓨터(18)에 사용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진 것일 수도 있다. 이동성 컴퓨터(18)는 상술한 미국
특허출원 SN08/538,194호에 기재된 헤드세트 및 구동수단과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베이스 컴퓨터(17)에 사용되는 구성
품(마우스(20) 또는 키보드(21))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동성 컴퓨터(18)는 또한 PCMCIA수단(22) 및 다른 외부 연결수
단을 포함할 수 있다. 베이스 컴퓨터(17)는 플로피디스크수단 및 다른 외부 연결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베이스 컴퓨터(17)
는 그 전원(23)으로서 AC전원 또는 전지전원에 의해 작동될 수 있다.

  도 4에서는, 사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수단을 가진 선택적으로 분리가능한 키보드(24) 및 선택적으로 분리가능한 모니
터 즉, 디스플레이(25)를 보여준다. 사용자의 팔에 부착하는 수단을 가지는 키보드(24)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본 발명의 다
른 구동수단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원하는 방식으로 부착할 수도 있다. 도 4에서의 모니터 즉, 디스플레이(25)는 헤드세
트로서 나타내었지만, 이 또한 사용자의 팔 또는 신체의 원하는 다른 부분에 부착될 수도 있다. 구동수단(16)을 도 4에서는
헤드세트(26)의 일부로서 나타내었지만, 이 또한 사용자의 다른 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모든 이들 구성품, 즉, 키보드(24),
모니터 즉, 디스플레이(25) 및 구동수단(16)은 이동성 컴퓨터(10) 및 스탠드형의 베이스 컴퓨터(17)에 상호 전환하여 사용
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모든 이동성 컴퓨터의 구성품(24,25,16)은 이동성 컴퓨터(10)의 핸즈프리동작이 가능하도록 사용
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수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보드(24)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입력이 완료된 후에는, 이동성
컴퓨터(10)가 핸즈프리로 동작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모든 실시에에서, 구동수단 및 모니터 즉 디스플레이수단은 분리 가능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베이스 컴퓨터
에 장착될 수 있고, 새로운 구동수단(베이스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및 새로운 디스플레이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무선, 라이오, 휴대전화 또는 공지된 다른 것이나 향후에 개발될 수단과 같은 통신수단이 분리가능한 이동
성 컴퓨터 및 베이스 컴퓨터 양쪽에 사용 될 수 있어 이동성 컴퓨터의 분리 후에도 서로 통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그리고 최선의 실시예가 여기 기재되고, 또 본 발명의 기본적인 원리가 첨부도면에 나타나 있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많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원과 베이스 컴퓨터를 포함하고,

  상기 베이스 컴퓨터는, 분리되었을 때에 상기 베이스 컴퓨터로부터 독립하여 또는 상기 베이스 컴퓨와 연결되어 완전하
게 기능하는 수단을 가진 착탈가능한 신체착용 이동성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상기 이동성 컴퓨터는, 하나의 하우징 내에 범용 컴퓨터의 구성품을 포함하고, 또 음향구동수단, 브레인구동수단, 눈트래
킹수단,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핸즈프리 구동수단, 및 사용자의 신체에 부착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베이스 컴퓨터는, 상기 이동성 컴퓨터가 분리되기 전 또는 후에도 상기 베이스 컴퓨터가 완전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전원과 베이스 컴퓨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상기 베이스 컴퓨터는 착탈가능한 신체착용 이동성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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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동성 컴퓨터는, 계속하여 완전하게 동작하는 CPU와; 상기 베이스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을 때나 또는 분리되어 있
을 때에도 완전하게 기능하는 수단과; CPU를 포함한 모든 범용 컴퓨터의 구성품과; 음향구동수단, 브레인구동수단, 눈트
래킹수단,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핸즈프리 구동수단과; 사용자의 신체에 부착하기 위한 수
단;을 포함하며,

  상기 베이스 컴퓨터와 상기 이동성 컴퓨터는 모두 범용 컴퓨터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이나 또는 상기 이동성 컴퓨
터가 상기 베이스 컴퓨터로부터 분리된 후에, 각각이 완전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상기 베이스 컴퓨터와 상기 이동성 컴퓨터는 각각, 각자의 별도 프로세서수단, 메모리수단, 구동수단, 내부저장수단, 및
디스플레이 제어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핸즈프리 구동수단은 음성구동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모니터는 분리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소스는 AC 전류 또는 배터리와 같은 전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성 컴퓨터는 자체완비된 컴퓨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착탈가능한 착용성의 이동성 컴퓨터와 상기 베이스 컴퓨터는, 상기 이동성 컴퓨터가 상기 베이스 컴퓨터로부터 분
리되었을 때, 서로 통신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착탈가능한 착용성의 이동성 컴퓨터는, 음성구동수단과; 착용성의 디스클레이 수단을 부착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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