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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본체케이스를 대형화하는 일 없이 용이하게 각종 기능을 추가하여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신체장착 가능한 정
보기기에 관한 것으로서,

    
한쪽의 리스트밴드(4)에는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0, 81)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고, 다른쪽의 리스트밴
드(5)에는 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2∼84)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으며, 양 리스트밴드(4, 5)에는 각각 버스
배선(41, 51)이 긴쪽방향을 따라서 매설되어 있고, 각 버스배선(41, 51)은 전원(Vcc)선(411, 511), 데이터신호(Se
rial Data)선(412, 512), 클록신호(Clock)선(413, 513) 및 접지(GND)선(414, 51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버
스배선(41, 51)을 구성하는 각 선(411∼514)에는 상기 기능모듈(80∼84)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리스트밴드(4, 5)의 
이면측으로 노출된 접속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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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본체, 표시부, 밴드부, 전자기기, 접속구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외관도.

도 1B는 표시부의 확대도.

도 2는 동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에 있어서의 버클부재(A BUCKLE MEMBER) 및 고정핀(A CENTER FAST
ENING PIN)의 부착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주요부분해사시도.

도 5는 리스트밴드의 평면도이며, 도 5A는 리스트밴드(4), 도 5B는 리스트밴드(5)의 평면도.

도 6A는 기능모듈(FANCTION MODULE UNIT)의 내부배선의 투시도.

도 6B는 기능모듈의 이면사시도.

도 7은 동 실시형태의 회로구성도.

도 8은 동 실시형태의 접속구성도.

도 9A는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9B는 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10A는 동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송수신신호의 송수신타이밍챠트.

도 10B는 송수신신호의 시리얼데이터의 데이터구성.

도 11A는 시리얼데이터의 데이터구성도.

도 11B, 도 11C는 기능모듈(80∼84)측으로 복호된 시리얼데이터의 데이터구성,

도 11D∼11G는 그 밖의 시리얼데이터의 구성예.

도 12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①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외관도.

도 12B는 손목시계의 표시부의 확대도.

도 13A는 통신기능을 갖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13B는 입력기능을 갖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14A는 출력기능을 갖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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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B는 입출력기능을 갖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15A는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②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단면평면도.

도 15B는 손목시계의 단면측면도.

도 16은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③의 리스트밴드부분의 단면모식도.

도 17은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④의 리스트밴드부분의 단면모식도.

도 18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외관도.

도 18B는 손목시계의 표시부의 확대도.

도 19는 제 2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회로구성도.

도 20A는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①에 있어서의 회로구성의 접속구성도.

도 20B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21은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②에 있어서의 회로구성의 접속구성도.

도 22A는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③에 있어서의 리스트밴드부분의 단면도.

도 22B는 본체케이스의 제어회로부와 각 기능모듈의 시리얼버스접속의 접속구성도.

도 23은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④에 있어서의 리스트밴드부의 단면도.

도 24는 제 2 실시형태의 다른 변형예에 있어서의 리스트밴드부분의 단면도.

도 25A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외관도.

도 25B는 손목시계의 표시부의 확대도.

도 26은 제 3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회로구성도.

도 27A는 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회로구성의 접속구성도.

도 27B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28은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①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회로구성도.

도 29A는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②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단면평면도.

도 29B는 손목시계의 단면측면도.

도 30A는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③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단면평면도.

도 30B는 손목시계의 단면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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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A∼31E는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④에 관련되는 리스트밴드부분의 단면도.

도 32는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⑤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회로구성도.

도 33은 동 변형예⑤에 관련되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34A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외관도.

도 34B는 손목시계의 표시부의 확대도.

도 35는 제 4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회로구성도.

도 36A는 제 5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회로구성의 접속구성도.

도 36B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37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형태의 회로구성도이며, 도 37A는 접속구성도, 도 37B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38은 본 발명의 제 7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전체도 및 기능모듈의 사시도.

도 39A∼39L은 본 발명의 제 7 실시형태의 변형예에 있어서의 각 기능모듈의 평면도 및 사시도.

도 40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회로구성도.

도 41A는 제 8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41B는 ROM에 기억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2는 동 실시형태의 센서계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도 43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형태의 변형예에 관련되는 손목시계의 회로구성도.

도 44는 동 변형예의 메모리계 기능모듈(21, 22)의 회로구성도.

도 45는 동 변형예의 무선처리계 모듈(23)의 회로구성도.

도 46은 동 변형예의 입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24)의 회로구성도.

도 47은 동 변형예의 출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25)의 회로구성도.

도 48은 동 변형예의 전원모듈(26)의 회로구성도.

도 49는 시간계측계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0은 CPU/연산처리프로그램계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1은 메모리계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2는 데이터뱅크계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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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3은 센서계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4는 입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5는 출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6은 무선처리계(통신방식)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7은 일차전지계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8은 이차전지계 기능모듈테이블의 기억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도 59는 제어회로부의 처리순서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0은 손목시계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1은 손목시계의 표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2는 도 59에 있어서의 스텝S12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3은 도 59에 있어서의 스텝S13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4는 도 59에 있어서의 스텝S14에 있어서, 메모리기능을 구비하는 기능모듈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데이터메모
리에 격납처리(입력처리)하는 경우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5는 도 59에 있어서의 스텝S14에 있어서, 데이터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메모리기능을 구비하는 기능모
듈데이터를 격납처리(기입처리)하는 경우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6은 도 59에 있어서의 스텝S15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67은 본 발명을 벨트에 적용한 경우의 외관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 5: 리스트밴드 41, 51: 버스배선

80, 81: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

82∼84: 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

411, 511: 전원선 412, 512: 데이터신호선

413, 513: 클록신호선 414, 514: 접지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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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정보기기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신체에 장착하여 조작 가능한 정보기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사용자에게 장착하는 정보기기로서, 시계회로나 시계무브먼트, 전지 등 시계로서 필수의 구성부품 외에 주위
환경을 측정하는 각종 센서, 외부로부터의 입력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기능 및 특수한 연산처리를 실시하는 연산처리
프로세서 등 각종 기능을 실현시키는 회로를 내장함으로써 시각표시기능을 구비하는 이외에 각종 기능을 미리 추가하
는 손목시계형이 존재한다.

또 상기 구성과는 별도로 손목시계의 리스트밴드에 자기나침반 등의 유닛을 부착하여 기능을 추가하는 케이스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이 본체케이스내에 각종 기능회로 등을 편입한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제어회로는 시계회로의 제어와 평행하
여 각종 기능을 실현하는 회로를 제어하고, 그 기능에 따른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각종 기능을 실현하는 회로 등을 본체케이스내에 내장하면 본체케이스가 대형이 되어 손목에 장착하는 
경우에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또 리스트밴드에 유닛을 부착하는 경우 본체케이스에 내장되는 제어회로부는 이 추가유닛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표
시부를 이용하여 각 유닛회로의 제어를 실시할 수 없어서 각 유닛에 표시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과제는 본체케이스를 대형화하는 일 없이 용이하게 각종 기능을 추가하여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신체장착 가
능한 정보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항 1에 관련되는 신체장착 가능한 정보기기는 소정의 기능을 갖는 전자회로를 내장한 케이
스본체와, 적어도 시각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케이스본체에 걸어붙여져서 사용자의 신체에 착탈 가능하게 고
정 장착되는 밴드부를 구비함으로써 신체에 장착 가능하고, 상기 밴드부에 착탈 가능하게 전자기기를 장착하며, 상기 
밴드부는 상기 전자회로와 상기 전자기기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복수의 접속구조를 구비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1) 제 1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1A는 본 발명을 적용한 손목시계의 전체도, 도 1B는 표시부(60)의 확대도이다.

도 1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손목시계(1)는 본체케이스(6)와, 이 본체케이스 (6)의 서로 대향하는 단부에 부착되어 
신체(손목)에 고정장착시키기 위한 부재인 한 쌍의 수지제의 리스트밴드(4, 5)를 갖고 있다.

리스트밴드(4)는 도 2에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버클부재통과구멍(4001)과 노치부(4002)에 의해 버클부재(2)와 착
탈 가능하게 접합되어 있다.

또 고정핀(11)은 버클부재(2)의 스페이스(2001)로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삽입되고, 그 후 고정핀(11)의 직경보다 충
분히 큰 핀(2002)에 의해 버클부재에 회전이동 가능하게 고정된다.

이것은 후술하는 기능모듈(80, 81)을 접속 또는 교환할 때 버클부재(2) 및 고정핀(11)을 떼어냄으로써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스트밴드(4)에는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0, 81)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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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쪽의 리스트밴드(5)에는 온도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2), 압력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3) 및 전자방위
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4)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다.

본체케이스(6)의 상면에는 후술하는 제어회로부(63)로부터의 제어에 의거하는 시각정보 및 기능모듈(80∼84)의 각 
기능에 의거하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60)가 설치되어 있고, LCD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케이스(6)의 측면에는 복수의 키조작부(62)가 설치되어 있다.

본체케이스(6) 내부에는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기 표시부(60)의 하면측에 차례로 제어회로부(63)와 전지(64)
가 배치되고, 뒷케이스(66)에 의해 폐쇄되어 있다.

제어회로부(63)는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기 복수의 키조작부(62)에 접속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리스트밴드(4, 
5)가 부착된 단부방향으로 연장되는 4개의 스프링부재(65)에 의해 탄성적으로 리스트밴드(4, 5)에 설치된 접속플러
그(68)와 접속된다.

또 본체케이스(6)의 서로 대향하는 단부에는 리셉터클(69)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리스트밴드(4)의 단부에는 도 1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밴드고정루프부재 (3), 버클부재(2) 및 고정핀(11)이 
부착되어 있다.

양 리스트밴드(4, 5)에는 각각 버스배선(41, 51)이 긴쪽방향을 따라서 매설되어 있다.

각 버스배선(41, 51)은 전원선(411, 511), 데이터신호선(412, 512), 클록신호선(413, 513) 및 접지선(414, 514)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버스배선(41, 51)을 구성하는 각 선(411∼514)에는 도 5A 및 도 5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기 기능모듈(80∼
84)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리스트밴드(4, 5)의 이면측으로 노출된 접속단자(전원선용)(91), 접속단자(데이터신호선용)
(92), 접속단자(클록신호선용)(93), 접속단자(접지선용)(94)가 설치되어 있다.

또 버스배선(41, 51)을 구성하는 각 선(411∼514)의 단부는 각 리스트밴드(4, 5)의 단부에 설치된 접속플러그(68)
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접속플러그(68)를 리셉터클(69)에 끼워넣어서 스프링부재(65)의 단부에 접촉시
킨다.

이 상태에서 시계뒷케이스(66)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용 비스(67)에 의해 본체케이스(6)의 단부와 리스트밴드(4, 5)
의 단부를 같이 조임으로써 본체케이스(6)측과 리스트밴드(4, 5)측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상기 기능모듈(80∼84)은 도 6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외형이 직육면체이며 환상(環狀)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면측
에 기능모듈내장회로(800)를 갖고 있다. 그리고 도 6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기능모듈내장회로(800)에 대향하는 
내면에 4개의 접속단자(801∼804)를 갖고 있다. 이들 4개의 접속단자(801∼804)는 기능모듈(80∼84)을 리스트밴
드(4, 5)에 끼워맞춘 상태에 있어서 각 접속단자(91∼94)와 접속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기능모듈(80∼84)을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면 기능모듈(80∼84)의 각 기능모듈내장회로(800)는 접속
단자(91∼94, 801∼804)를 통해 도 7및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원선(411, 511), 데이터신호선(412, 512), 
클록신호선(413, 513) 및 접지선(414, 514)에 접속되고, 또한 접속플러그(68)와 스프링부재(65)를 통해 본체케이
스(6)내의 제어회로부(63)에 접속되는 것으로 된다.

또 도 7, 도 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체케이스(6)내에는 상기 제어회로부 (63)와 전지(64)가 내장되는 동시에 상기 
표시부(60)와 상기 키조작부(62)가 본체케이스(6)의 외주부를 향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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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 9B는 기능모듈(80∼84)의 회로구성도이고, 각 기능모듈(80∼84)은 접속단자(91∼94)로 상기 전원선(411), 
데이터신호선(412), 클록신호선(413), 접지선 (414)에 접속된다.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0, 81)은 도 9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접속단자(91)에 접속된 전원제어부(812), 접속
단자(92, 93)에 접속된 I/O제어회로부(811)를 갖는 동시에, 커맨드/어드레스레지스터(813), 데이터레지스터(814), 
CRC(Cyclic Rendundancy Check)생성부(815), ROM(816), 메모리(817)를 갖고 있다.

ROM(816)에는 해당 기능모듈에 고유의 모듈ID데이터나 시리얼№, 데이터 등의 식별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2∼84)은 도 9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똑같이 I/O제어회로부(811), 전원제어부(812), 
커맨드/어드레스레지스터(813), 데이터레지스터(814), CRC생성부(815), ROM(816), 메모리(817)를 갖는 동시에 
센서제어부 (831), 센서데이터메모리(832), A/D변환기(833), 앰프(834), 센서(835)를 갖고 있다.

도 10A, 10B는 본체케이스(6)와 기능모듈(80∼84)의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 10A의 타이밍챠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시리얼데이터의 송수신은 스타트비트(S)와 스톱비트(P)를 이용하는 이른
바 조보식(調步式)(비동기식)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스타트비트(S)로 송신을 개시하고, 8비트씩 시리얼전송하며, 최
후로 스톱비트(P)를 송신하여 종료한다.

수신측에서는 각 8비트마다 데이터의 수신을 확인하면 확인응답신호(ACK)를 데이터송신측으로 회신한다.

    
이 때 제어회로부(63)로부터 전송하는 시리얼데이터는 도 10B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스타트비트(S)가 선두부, 스톱비
트(P)가 말미부에 각각 설정되고, 8비트 단위로 동기신호(SY)와 패리티체크비트(PA)의 사이에 설정된 커맨드데이터
신호(C0∼C2 : 3비트), 모듈ID데이터신호(ID0∼ID4 : 5비트), 리드/라이트제어신호(R/W : 1비트), 어드레스데이터
신호(A0∼A7 : 8비트), 데이터신호(D0∼D15: 16비트) 및 CRC부호/에러정정부호(CR0∼CR7 : 8비트)로 구성되고, 
8비트 단위로 수신측으로부터 송신되는 확인응답신호(ACK)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11A는 제어회로부(63)로부터 접속단자(92)를 통해 기능모듈(80∼84)에 전송되는 시리얼데이터의 데이터구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기신호(SY), 데이터신호 (C, ID, R/W, A, D, CR) 및 패리티체크비트(PA)를 한쌍으로 하는 소정 
단위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 시리얼데이터는 도 11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능모듈(80∼84)측에서 복호된다.

그리고, 이들 복호된 데이터신호(C, ID, R/W, A, D, CR)는 도 11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맨드데이터, 리드/라이트
제어데이터, 모듈ID데이터, 어드레스데이터, 데이터(실데이터), CRC부호/에러정정부호로 구성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서는 동기신호(SY)를 데이터구성에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인응답신호(ACK)를 동기신호(SY) 
대신에 설정하고, 동기신호(SY)를 생략해도 좋다.

또 ACK(확인응답)데이터, NAK(부정응답)데이터는 도 11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맨드데이터만으로 구성된다.

또 SOF, EOF, 기능모듈(80∼84)의 초기설정, ON/OFF제어, 속성정보(프로퍼티)의 요구는 도 11e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맨드데이터, 모듈ID데이터, CRC부호/에러정정부호로 구성된다.

또 기능모듈(80∼84)의 메모리(817)에 격납되어 있는 데이터의 판독커맨드, 기능모듈(80∼84)로부터의 입력커맨드
는 도 11F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맨드데이터, 모듈ID데이터, 어드레스데이터, CRC부호/에러정정부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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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모듈(80∼84)의 메모리(817)에의 데이터입력커맨드, 기능모듈로의 출력커맨드는 도 11g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맨드데이터, 모듈ID데이터, 어드레스데이터, 데이터(출력내용데이터 또는 라이트해야할 데이터), CRC부호/에러정정
부호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본체케이스(6)측과 기능모듈(80∼84)측에서 리스트밴드를 통한 시리얼데이터의 송수신이 실
시되는 것으로부터 본체케이스(6)에 메모리나 센서를 내장시킬 필요는 없다.

또 기능모듈(82∼84)의 측정결과를 생성하여 표시부(60)에 표시시킬 수도 있다.

즉 도 1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어회로부(63)에서 계시된 현재시각(601), 기능모듈(83)에 의해 계측된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고도이력(602)과 현재지점고도(604), 기능모듈(82)에 의해 계측된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기온
(603) 및 기능모듈(84)에 의해 계측된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진행방위(605)가 표시부(60)에 표시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본체케이스(6)를 대형화할 필요 없이 손목시계(1)에 용이하게 다채로운 기능을 부가할 수 있어서 다종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정보기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2)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①

도 12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①에 관련되는 손목시계(1)의 전체도, 도 12B는 표시부(60)의 확대도이
다.

도 12A에 나타낸 손목시계(1)는 도 1A에 나타낸 것과 거의 동일한데, 기능모듈(85∼88)의 기능 및 회로구성만이 달
라 있다.

즉 기능모듈(85∼88)은 각각 무선통신기능, 촬상기능, 음악재생기능 및 액정표시디스플레이부착 터치센서기능을 갖는 
것이고, 음악재생기능을 갖는 기능모듈 (87)에는 음악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반도체메모리칩(876)을 삽입하기 위한 
슬롯(879)이 설치되어 있다.

무선통신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5)은 도 13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기 기능모듈(80∼84)과 똑같이 I/O제어회로부
(811), 전원제어부(812), 커맨드/어드레스레지스터(813), 데이터레지스터(814), CRC생성부(815), ROM(816), 메
모리(817)를 갖는 동시에 통신제어부(851), 부호/복호부(852), 변복조부(853), 송수신부(854) 및 안테나(855)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통신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5)에 따르면, 안테나(855)를 통해 송수신부(854)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를 리
스트밴드(4)를 통해 본체케이스(6)측으로 전송하여 표시부(60)에 표시시킬 수 있다.

또 본체케이스(6)의 키조작부(62)를 조작함으로써 송수신부(854)로부터 안테나(855)를 통해 송신할 수도 있다.

촬상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6)은 도 13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I/O제어회로부(811)로부터 메모리(817)까지의 각 회
로부를 갖는 동시에 DSP(Digital Signal Processor)로 이루어지는 부호부(862), 입력회로(863), CCD(Charge Co
upled Device) 및 입력디바이스(864) 및 촬상렌즈(865)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촬상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6)에 따르면, 촬상렌즈(865)를 통해 입력디바이스(CCD)(864)에 의해 촬상한 
화상을 입력회로(863)로부터 받아들여서 부호부(DSP)(862)에서 신호처리된 화상데이터를 I/O제어회로부(811)로부
터 본체케이스(6)측으로 전송하여 표시부(60)에 표시시킬 수 있다.

또 본체케이스(6)의 키조작부(62)를 조작함으로써 부호부(DSP)(862)로부터 화상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메모리(817)
에 격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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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재생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7)은 도 14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I/O제어회로부(811)로부터 ROM(816)까지의 각 
부를 갖는 동시에, 상기의 슬롯(879)의 안쪽에 배치되는 반도체메모리칩(876)의 각 단자(도시하지 않음)와 전기적으
로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878), 출력제어부(871), 복호부(872), 출력회로(873), 상기 이어폰 (875)이 접속되는 이
어폰잭을 구비한 출력디바이스(874)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음악재생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7)에 따르면, 본체케이스(6)의 키조작부(62)를 조작함으로써 반도체메모
리칩(881)에 기록되어 있는 음악데이터를 재생하여 이어폰(875)에 의해 청취할 수 있다.

액정표시디스플레이부착 터치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8)은 도 1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I/O제어회로부(811)로
부터 메모리(817)까지의 각 부를 갖는 동시에 입출력제어부(881), 부호/복호부(882), 입출력회로(883) 및 액정디스
플레이와 이 액정디스플레이의 표면에 배치된 투명한 터치패널로 이루어지는 입출력디바이스 (884)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액정디스플레이부착 터치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8)에 따르면, 입출력디바이스(884)로부터 데이터를 
출력 또는 입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손목시계(1)는 도 12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어회로부(63)에서 계
시된 현재시각(601), 기능모듈(86)에 의해 촬상된 이미지(606) 및 기능모듈(87)을 조작하기 위한 조작아이콘(607)
을 표시부(60)에 표시할 수 있다.

(3)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②

도 15A, 15B는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②를 나타내는 것이고, 본체케이스 (6)의 리셉터클(69)에는 제어회로부(63)
에 접속된 4개의 판스프링(70)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판스프링(70), 시계뒷케이스(66), 본체케이스(6)에 방수패킹 (71)이 끼워넣어져 있다.

양 리스트밴드(4, 5)는 접속플러그(68)를 리셉터클(69)에 삽입한 상태에서 고정용비스(67)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접속플러그(68)가 판스프링(70)에 탄성접합하고, 버스배선(41, 51)이 접속플러그(68) 및 판스프링(70)을 
통해 제어회로부(63)에 접속되도록 되어 있다. 본 예에 따르면 방수패킹(71)에 의해 침수에 동반하는 접촉불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4)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③

도 16은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③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기 리스트밴드(4, 5)의 표면측에 상기 접속단자(91∼94)가 
돌출하여 설치되어 있다.

또 기능모듈(80∼84)의 양측부에는 대략 L자상으로 리스트밴드(4, 5)를 감싸 지지(抱持)하는 부착부재(805)가 설치
되어 있다.

또한 기능모듈(80∼84)의 하면에 상기 접속단자(801∼804)가 설치되고, 이들 접속단자(801∼804)는 리스트밴드(
4, 5)측의 접속단자(91∼94)와 탄성접합하는 탄성스프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접속단자(801∼804)가 스프링힘에 의해 접속단자(91∼94)와 접촉하여 확실하게 도통할 수 있다.

(5)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④

도 17은 제 1 실시형태의 변형예④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기 리스트밴드(4, 5)의 표면측에 상기 접속단자(91∼94)가 
면일상(面一狀)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 리스트밴드(4, 5)의 양측부에는 서로 대향하는 방향으로 돌출하는 볼록부(42)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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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능모듈(80∼84)의 양측면에는 상기 볼록부(42)와 걸어맞추는 오목부(806)가 설치되고, 하면에 상기 접속단
자(91∼94)와 접촉하는 접속단자 (801∼804)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능모듈(80∼84)은 볼록부(42)에 오목부(806)를 걸어맞춤으로써 리스트밴드(4, 5)에 장착되는 동시에 접
속단자(801∼804)를 접속단자(91∼94)에 접촉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능모듈(80∼84)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리스트밴드를 얇게 할 수 있어서 위화감 없이 휴대할 수 있다.

(6) 제 2 실시형태

도 18A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의 손목시계(101)의 전체도, 도 18B는 표시부(161)의 확대도이다.

도 18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손목시계(101)는 본체케이스(16)와, 이 본체케이스(16)의 서로 대향하는 단부에 부착
된 한 쌍의 리스트밴드(14, 15)를 갖고 있다.

한쪽의 리스트밴드(14)에는 리스트밴드(15)의 버클(12)과 접속하여 고정하기 위한 고정구(415)가 단부에 구비되어 
있다.

또 리스트밴드(14)에는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21, 22), 무선통신기능을 갖는 기능모듈(23)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고, 다른쪽의 리스트밴드(15)에는 수서(手書)입력기능을 갖는 기능모듈(24), 음성입출력기능을 갖는 기능
모듈(25) 및 전원모듈(26)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다.

본체케이스(16)의 상면에는 LCD로 이루어지는 표시부(161)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복수의 키조작부(162)가 설치
되어 있다.

기능모듈(24)에는 터치패널(291)이 설치되어 있고, 수서문자 등을 입력하기 위한 스타일러스펜(292)을 구비하고 있
다. 기능모듈(25)에는 스피커(210) 및 마이크(211)가 설치되어 있다.

한쪽의 리스트밴드(15)의 단부에는 버클(12)이 부착되어 있다.

양 리스트밴드(14, 15)에는 각각 버스배선(41, 51)이 긴쪽방향을 따라서 매설되어 있다.

각 버스배선(41, 51)은 전원선(411, 511), 데이터신호선(412, 512), 클록신호선(413, 513) 및 접지선(414, 514)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체케이스(16)와 리스트밴드(14, 15)의 접속구조는 도 3 및 도 4에 나타낸 제 1 실시형태와 똑같고, 전원선(4
11, 511), 데이터신호선(412, 512), 클록신호선(413, 513) 및 접지선(414, 514)의 접속구조도 도 4 및 도 5A, 5B
에 나타낸 제 1 실시형태와 똑같다.

본체케이스(16)내에는 도 1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어회로부(163), 제어프로그램을 격납하고 있는 프로그램메모리
(165), 임의로 생성된 데이터를 격납하는 데이터메모리(166), 시각정보를 생성하는 시계부(167) 및 백업전지(168)
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표시부(161)와 상기 키조작부(162)가 본체케이스(16)의 외주부를 향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본체케이스(16)에는 양 리스트밴드(14, 15)의 전원선(411, 511)과 접속하는 전원접속단자(169), 데이터신호
선(412, 512)과 접속하는 데이터신호접속단자 (170), 클록신호선(413, 513)과 접속하는 클록신호접속단자(171) 및 
접지선(414, 514)과 접속되는 접지접속단자(172)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접속단자(169∼172)는 제어회로부(163)에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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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모듈(21, 22)에는 전원인터페이스(201), 시리얼인터페이스(202) 및 메모리(203)가 설치되어 있다. 전원인터페
이스(201)는 전원선(411)과 접지선(414)에 접속되어 있고, 시리얼인터페이스(202)는 데이터신호선(412)과 클록신
호선(413)에 접속되어 있다.

기능모듈(23)은 똑같이 접속된 전원인터페이스(201)와 시리얼인터페이스 (202)를 갖는 동시에 통신제어부(204), 모
뎀부(205), 송수신부(206) 및 안테나 (207)을 갖고 있다.

기능모듈(24)에는 전원인터페이스(201), 시리얼인터페이스(202), A/D변환기 (290), 상기 터치패널(291)이 설치되
어 있다. 전원인터페이스(201)는 전원선(511)과 접지선(514)에 접속되어 있고, 시리얼인터페이스(202)는 데이터신
호선(512)과 클록신호선(513)에 접속되어 있다.

음성입출력·모듈(25)은 똑같이 접속된 전원인터페이스(201)와 시리얼인터페이스(202)를 갖는 동시에 음성코덱(2
08), 앰프(209) 및 상기 스피커(210)와 마이크(211)를 갖고 있다.

전원모듈(26)은 똑같이 접속된 전원인터페이스(201)와 시리얼인터페이스 (202)를 갖는 동시에 전압안정화회로(21
2), 전지(213), 충전제어부(214) 및 충전단자(215)를 갖고 있다.

이상의 구성에 관련되는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손목시계(101)는 도 18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시계부(167)에서 계시
된 현재시각(601), 기능모듈(23)에 의해 수신된 이미지(606)를 표시부(1061)에 표시할 수 있다.

또 전원모듈(26)의 충전단자(215)를 외부의 전원에 접속함으로써 전지(213)를 충전할 수 있다.

또한 이 전지(213)에 충전된 전력을 전원선(411(511))과 전원접속단자(169) 및 접지선(414(514))과 접지접속단
자(172)를 경유시킴으로써 본체케이스(16)내의 각 회로 및 기능모듈(21∼25)내의 각 회로에 공급할 수 있다.

또 상기 케이스와는 반대로 전지(213)가 통상 동작전압을 밑돌은 경우는 백업전지(168)로부터의 전력을 전원선(411
(511))과 전원접속단자(169) 및 접지선 (414(514))과 접지접속단자(172)를 경유시킴으로써 기능모듈(21∼25)내
의 각 회로에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회로부(163)에 음성인식기능을 구비하게 함으로써 기능모듈(25)에 의해 입력된 음성정보에 의거하여 제
어회로부(163)는 손목시계본체(11), 기능모듈(21∼24) 및 전원모듈(26)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어회로부(163)가 기능모듈(25)에 의해 입력된 음성정보를 인식하여 무선모뎀·모듈(23)을 제어함으로
써 해당 손목시계(101)를 음성인식기능부착 무선통신장치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7)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①

도 20A, 20B는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것이고, 도 20A는 접속구성도, 도 20B는 기능모듈의 회로구성도
이다.

이 변형예①의 특징은 교환식의 전지를 이용한 점에 있다.

본체케이스(16)와 리스트밴드(14, 15)의 접속구조 및 각 기능모듈(21∼26)의 접속구조는 상기의 제 2 실시형태와 똑
같다.

전원모듈(26)은 교환식의 전지(219)를 착탈 자유롭게 내장하고 있고, 전지 (219)는 전압안정화회로(218), 다이오드
(217)를 통해 전원접속단자(169)에 접속되며, 다이오드(217)와 전원접속단자(169)사이에 접지된 콘덴서(216)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전원모듈(26)에는 I/O제어회로부(811), 전원제어부(812), 모듈ID/시리얼번호 등, 해당 기능모듈 고유의 정보를 
기억한 ROM(816)으로 이루어지는 모듈제어부(220)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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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제어회로부(811)는 데이터신호접속단자(170)와 클록신호접속단자(171)에 접속되어 있다.

관련되는 변형예에 있어서도 전지(219)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백업전지 (168)에 축적하여 둘 수 있어 전지(219)의 전
력이 소실되어도 이것을 교환할 때까지의 사이 백업전지(168)로부터의 전력에 의해 모듈(21∼25)의 동작을 보상할 
수 있다.

(8)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②

도 21은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②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기한 조보식(비동기식)이 아니라 2선식 시리얼버스로 평형형
(차동) 입출력방식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본체케이스(16)의 제어회로부(163)와 각 기능모듈(27)의 시리얼버스
접속의 구성도이다.

2선식 시리얼버스의 평형형차동입출력방식은 클록신호선(413, 513) 대신에 데이터신호선을 2개로 나누어 제어회로부
(163)로부터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송신(Tx)선 (416, 516), 수신(Rx)선(417, 517)에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상기의 조보식(비동기식)보다도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시킬 수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지만, 제어회로부(163) 및 기능모듈(27)에는 송신(Tx)선 (416, 516), 수신(Rx)선(417, 517)에 
관련되는 회로구성이 미리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9)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③

도 22A, 22B는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③을 나타내는 것이고, 도 22A는 리스트밴드(14, 15)의 단면도, 도 22B는 본
체케이스(16)의 제어회로부(163)와 각 기능모듈 (28)의 시리얼버스 접속의 접속구성도이다.

도 22A에 있어서 리스트밴드(14, 15)의 표면측은 전원선(411, 511), 클록신호선(413, 513), 제어회로부(163)로부
터의 송신(Tx)선(416, 516), 수신(Rx)선 (417, 517)을 구비하는 동시에 접지선(414, 514)을 이면 전면에 구비한
다.

이에 따라 접지선(414, 514)은 인체(손목)에 접촉하여 접지한다. 또 기능모듈(28)에는 접속단자(전원선용)(91), 접
속단자(클록신호선용)(93), 접속단자(접지선용)(94), 접속단자(송신(Tx)선용)(96), 접속단자(수신(Rx)선용)(97)
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의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 ②에 덧붙여서 클록신호를 기능모듈에 송신할 수 있으므로 보다 원활하게 데이
터를 송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호한 것으로 된다.

또한 도시하지 않지만, 제어회로부(163) 및 기능모듈(28)에는 송신(Tx)선 (416, 516), 수신(Rx)선(417, 517)에 
관련되는 회로구성이 미리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0)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④

도 23은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④를 나타내는 것이고, 리스트밴드(14, 15)의 단면도이다.

이 도면에 있어서 리스트밴드(14, 15)는 상기의 평형형차동입출력방식에 있어서 클록신호선(413, 513)을 덧붙인다.

또 리스트밴드(14, 15)의 양면에는 전원선(411, 511), 클록신호선(413, 513), 제어회로부(163)로부터의 송신(Tx)
선(416, 516), 수신(Rx)선(417, 517), 접지선 (414, 514)을 구비하고, 이들의 선은 탄성을 갖는 도전부재로 구성되
어 있다. 또 접지선(414, 514)은 리스트밴드를 구성하는 부재로 끼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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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성에 따르면, 상기의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 ②에 덧붙여서 리스트밴드(14, 15)의 표리양면에 기능모듈
(28)을 접속할 수 있는 동시에 리스트밴드(14, 15)의 심(芯)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지선(414, 514)을 탄성을 갖는 도
전부재를 끼워 넣으므로 보다 튼튼한 모양의 리스트밴드(14, 15)가 된다.

    
또 도 23에 있어서는 기능모듈(28)을 리스트밴드(14, 15)의 표리면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도 24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클록신호선(413, 513)을 추가로 구비시켜 리스트밴드(14, 15)의 양면에 전원선(411, 511), 클록
신호선(413, 513), 제어회로부(163)로부터의 송신(Tx)선(416, 516) 및 수신(Rx)선(417, 517) 외에 송신스트로
브(Txs)선(418, 518), 수신스트로브(Rxs)선(419, 519) 및 예비데이터 (Rsv)선(420, 421, 520, 521)을 리스트밴
드(14, 15)를 구비시켜 접지선 (414, 514)을 탄성을 갖는 도전부재로 구성해도 좋다.
    

이와 같은 구성에 따르면 제어회로부(163)와 기능모듈(28)의 사이에서 대량의 정보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송방식에 있어서도 반이중전송, 이중전송에 의한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리스트밴드에 있어서의 각 신호선의 배치는 이들의 실시형태 및 변형예에 한정하는 일은 없고, 리스트밴드를 구성
하는 부재나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임의로 설계 변경 가능하다.

(11) 제 3 실시형태

도 25A, 25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31)의 외관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도 25A는 손목시계
(31)의 전체도, 도 25B는 표시부(37)의 확대도이다.

도 25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손목시계(31)의 구성은 리스트밴드(34, 35)에 하는 데이터신호선과 전원선을 공통화하
고, 이 선과 접지선의 2개만을 내장한 것이다.

즉 이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31)는 본체케이스(36)와, 이 본체케이스(36)의 서로 대향하는 단부에 부착된 한 
쌍의 리스트밴드(34, 35)를 갖고 있다.

한쪽의 리스트밴드(34)에는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300, 301), 긴급통보무선송신기기능을 갖는 기능모듈(302)
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고, 다른 쪽의 리스트밴드(35)에는 맥박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303), 심전센서기능
을 갖는 기능모듈(304) 및 혈당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305)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다.

본체케이스(36)의 상면에는 LCD로 이루어지는 표시부(37)가 설치되어 있고, 측면에는 복수의 키조작부(38)가 설치
되어 있다.

양 리스트밴드(34, 35)에는 각각 버스배선(32, 33)이 긴쪽방향을 따라서 매설되어 있다.

각 버스배선(32, 33)은 데이터신호선(321, 331)과 접지선(322, 332)의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신호선(321, 
331)은 시리얼, 어드레스, 커맨드 각 데이터의 입출력 외에 본 실시형태에서는 전원선으로서의 기능도 겸한다.

또 도 2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능모듈(300∼305)의 각 기능모듈이 내장하는 회로(800)는 데이터접속단자(306)
를 통해 데이터신호선(321, 331)에 접속되어 있는 동시에 접지접속단자(307)를 통해 접지선(322, 332)에 접속되어 
있다.

본체케이스(36)내에는 제어회로부(63), 이 제어회로부(63)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지(64)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상
기 표시부(37)와 상기 키조작부(38)가 본체케이스(36)의 외주부를 향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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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모듈(300∼305)은 도 27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데이터접속단자(306)가 전류원(308), FET(Field-Effed
t Transistor: 전계효과트랜지스터)(309), 인버터 (310)를 통해 I/O제어회로부(311)에 접속되어 있는 동시에 다이
오드(318)를 통해 전원제어부(320)에 접속되고, 다이오드(318)와 전원제어부(320)의 사이에는 접지된 콘덴서(319)
가 설치되어 있다.

I/O제어회로부(311)는 커맨드/어드레스레지스터(312)와 데이터레지스터(313)가 접속되고, 데이터레지스터(313)에
는 CRC생성부(314)가 접속되어 있다.

커멘드/어드레스레지스터(312) 및 데이터레지스터(313)에는 모듈ID/시리얼번호 등, 해당 기능모듈 고유의 정보를 기
억한 ROM(315), 메모리(316), I/O회로(317)가 접속되어 있다.

이상의 구성에 관련되는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데이터신호선(321, 331)은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전원선(411, 5
11)과 똑같이 전원을 공급한다.

따라서 기능모듈(300∼305)은 제어회로부(63)와 데이터의 송수신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충전상태로 되고, 데이터의 
송수신을 실시할 때에는 마이너스방향펄스의 시간간격의 조합에 의한 모르스부호와 같은 신호로 데이터가 송수신된다.

더욱 상세히 서술하면, 우선 본체케이스(36)의 제어회로부(63)로부터 일정시간의 리셋펄스를 기능모듈(300∼305)에 
송신함으로써 데이터송수신의 개시를 알리고, 이것을 수신한 기능모듈(300∼305)은 확인응답신호(ACK)를 회신한다.

제어회로부(63)는 확인응답신호(ACK)를 수신하면 커맨드, 모듈ID 및 데이터송신의 경우는 어드레스신호에 이어서 
송신하고, 통신종료부호로서 재차 리셋신호를 송신한다.

따라서 리스트밴드(34, 35)에 데이터신호선(321, 331)과 접지선(322, 332)의 2개의 버스배선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기능모듈(300∼305)의 제어가 가능하게 되고, 결과, 손목시계(31)는 도 25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능모듈(300∼
305)에 의해 장착자로부터 검출한 각종 생체정보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도 25B에 있어서는 제어회로부(63)에서 계시된 현재시각(601), 심박수 (608), 최고/최저혈압(608), 맥박(60
9)이 표시되어 있다. 또 이들의 계측결과를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300, 301)에 기억시키거나 할 수도 있다.

또 각종생체정보데이터에 있어서 이상값을 검출하거나, 미리 정해진 일정값을 초과한 경우는, 긴급통보무선송신기기능
을 갖는 기능모듈(302)에 의해 미리 메모리에 기억한 통보처나 구급센터에 자동적으로 긴급통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종생체정보데이터의 계측모니터로서 의료건강관리, 재택간호, 시큐리티용도 등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12)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①

도 2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①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능모듈 (300∼305)에 콘덴서나 커패시터로 이루
어지는 기생전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즉 본체케이스(36)내에는 상기와 똑같은 표시부(37), 키조작부(38), 전지 (64)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시리얼버스
제어부(340), 제어회로부(341), 메모리 (342)가 설치되어 있다.

시리얼버스제어부(340)는 인버터(343, 344)를 통해 데이터신호선(321, 331)에 접속되고, 그 사이에 전원(＋Vcc)에 
일단이 접속된 저항(345)의 타단이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300, 301)에는 도 27A, 27B와 똑같이 전류원 (308)으로부터 I/O회로(317)까지의 각 
부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전원제어부(320)에 대신하여 콘덴서나 커패시터로 이루어지는 기생전원(346)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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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능을 갖는 기능모듈(303∼305)에는 똑같이 전류원(308)으로부터 I/O회로(317) 등 까지의 각 부 및 기생전원
(346)이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센서데이터메모리(347), A/D변환기(348), 앰프(349), 센서(350)가 설치되어 있다.

관련되는 본 예에 있어서는 본체케이스(36)내의 전지(64)로부터의 전력이 전원(Vcc)선(411, 511)을 통해 각 기능모
듈(300, 301, 303∼305)에 공급되고, 기생전원(346)에 충전된다.

따라서, 각 기능모듈(300, 301, 303∼305)은 기생전원(346)으로부터의 전력에 의해 동작할 수 있어 상기와 똑같이 
마이너스방향펄스의 시간간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신호에 의해 본체케이스(36)측과 각 기능모듈(300, 301, 303∼
305)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실시할 수도 있다.

(13)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②

도 29A, 29B는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②를 나타내는 것이고, 도 29A는 단면평면도, 도 29B는 단면측면도이다.

본체케이스(36)에는 각각 한 쌍의 관통구멍(691)을 갖는 리셉터클(69)이 설치되어 있다.

또 본체케이스(36)에 배치된 제어회로부(63)에는 서로 대향하는 단부에 각각 한 쌍씩 판스프링으로 이루어지는 본체
접속단자(351)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양리스트밴드(34, 35)의 단부에는 각각 데이터신호선(321, 331)과 접지선(322, 332)에 접속된 접속용플러그
(352)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관통구멍(691)의 내주면, 본체케이스(6) 및 시계 뒷케이스(66)에 걸쳐서 방수패킹(71)이 끼워넣어져 있다.

그리고, 양리스트밴드(34, 35)의 단부는 접속용플러그(352)를 리셉터클(69)의 관통구멍(691)에 삽입한 상태에서 고
정용 비스(67)에 의해 버스접속용리셉터클(69)에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접속플러그(352)가 본체접속단자(351)에 탄성접합하여 데이터신호선(321, 331)과 접지선(322, 332)이 
접속플러그(352) 및 본체접속단자(351)를 통해 제어회로부(63)에 접속된다.

본 예에 따르면 방수패킹(71)에 의해 침수에 동반하는 접촉불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14)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③

도 30A, 30B는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③을 나타내는 것이고, 도 30A는 단면평면도, 도 30B는 단면측면도이다.

상기 리셉터클(69)에 설치된 각 관통구멍(691)에는 코일스프링(692)이 끼워 넣어져 있고, 또한 코일스프링(692)에 
단면 대략 T자형의 누름버튼형단자(693)가 끼워 넣어져 있다.

그리고, 양리스트밴드(34, 35) 단부는 누름버튼형단자(693)의 꼭대기부에 접속용플러그(352)를 누름접합시킨 상태
에서 고정용 비스(67)에 의해 리셉터클(69)에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코일스프링(692)이 수축하여 누름버튼형단자(693)가 본체접속단자 (351)에 탄성접합하고, 데이터신호선
(321, 331)과 접지선(322, 332)이 접속플러그 (352), 누름버튼형단자(693) 및 본체접속단자(351)를 통해 제어회
로부(63)에 접속된다.

본 예에 따르면 본체접속단자(351)의 탄력과 코일스프링(692)의 탄력에 의해 접촉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부터 충격
에 대해 강하고, 또 적정하게 접촉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15)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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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1A∼31e는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④를 나타내는 것이고, 도 31A는 상기 리스트밴드(34, 35)의 이면측에 데이
터신호선(321, 331)과 접지선(322, 332)을 배치하고, 기능모듈(300∼305)은 단면 대략 コ자상으로 리스트밴드(3
4, 35)를 감싸 지지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신호선(321, 331), 접지선(322, 332)과 접촉하는 장소에는 접속단자(306, 307)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속구조로 함으로써 기능모듈(300∼305)은 확실하게 리스트밴드(34, 35)에 홀딩되고, 또한 데이
터신호선(321, 331), 접지선 (322, 332)이 접속단자(306, 307)와 접촉하여 확실한 도통성이 얻어진다.

또 31B는 기능모듈(300∼305)이 리스트밴드(34, 35)의 주위를 둘러싸는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리스트밴드(34, 
35)의 데이터신호선(321, 331, 접지선(322, 332)과 접속단자(306, 307)와 접촉하는 부분은 탄성을 갖는 구조로 되
어 있다.

따라서 상기 도 31A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확실한 홀딩과 도통성이 얻어진다.

    
또 이 외에 리스트밴드(34, 35)의 표면측에 데이터신호선(321, 331), 접지선(322, 332)을 구비하고, 기능모듈(300
∼305)을 리스트밴드(34, 35)의 측면부에서 홀딩하는 구조(도 31c), 리스트밴드(34, 35)의 측면부에 데이터신호선
(321, 331), 접지선(322. 332)을 구비하는 동시에 이 측면부에서 기능모듈(300∼305)을 홀딩하는 구조(도 31d), 
및 리스트밴드(34, 35)의 표면전면에 데이터신호선(321, 331), 이면전면에 접지선(322, 332)을 구비하게 하고, コ
자형상으로 형성된 기능모듈(300∼305)을 끼워넣는 구조(도 31e)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속구조에 의해 리스트밴드(34, 35)의 데이터신호(시리얼데이터)선 (321, 331) 및 접지선(322, 332)과 
기능모듈(300∼305)의 접속단자(306, 307)의 확실한 도통성과 홀딩이 실현 가능하게 된다.

(16)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⑤

도 32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의 변형예⑤를 나타내는 것으로, 리스트밴드를 구성하는 블록에 기능모듈을 내장한 것
이다.

즉 본체케이스(36)내의 회로구성은 도 26에 나타낸 것과 똑같고, 표시부(37), 키조작부(38), 제어회로부(63), 전지
(64)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케이스(36)의 양단부에는 제어회로부(63)에 접속된 데이터신호단자(631)와, 제어회로부(63) 및 전원(64)에 접
속되는 동시에 접지된 접지단자(632)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본체케이스(36)의 양단부에 접속된 리스트밴드(44, 45)는 복수의 블록(401)을 차례로 스프링막대(402)에 의해 
착탈 자유롭게 연결하여 이루어지고, 기능모듈(403)은 블록(401)과 그 내부에 배치된 기능모듈내장회로(800)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블록(401)과 일체적으로 설치된 기능모듈(403)에는 도 3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데이터신호선(431)과 접지선(4
32)이 설치되어 있다.

데이터신호선(431)의 양단부는 블록(401)의 양단부에 설치된 데이터신호볼록단자(4311)와 데이터신호오목단자(43
12)에 접속되고, 접지선(432)의 양단부는 접지볼록단자(4321)와 접지오목단자(4322)에 접속되어 있다.

또 데이터신호선(431)에는 전류원(308), FET(309), 인버터(310)를 통하여 I/O제어회로부(311)에 접속되어 있는 
동시에 다이오드(318)를 통하여 전원제어부(320)에 접속되고, 다이오드(318)와 전원제어부(320)의 사이에는 접지
된 콘덴서(319)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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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제어회로부(311)에는 CRC생성부(314), 모듈ID/시리얼번호 등 해당 기능모듈 고유의 정보를 기억한 ROM(315), 
메모리(316), I/O회로(317)가 접속되어 있다.

또 접지선(432)은 전류원(308) 및 FET(309)에 접속되어 있는 동시에 접지되어 있다.

또한 기능모듈내장회로(800)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블록, 즉 기능모듈(403)은 아닌 블록(401)에는 데이터신호선(4
31)과 접지선(432), 데이터신호볼록단자(4311)와 데이터신호오목단자(4312) 및 접지볼록단자(4321)와 접지오목
단자(4322)만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단부의 블록(401)을 스프링막대(402)로부터 본체케이스(36)에 접속시키면 해당 본체케이스(36)의 데이터신
호단자(631)와 접지단자(632)에 블록(401)의 데이터신호볼록단자(4311)와 접지볼록단자(4321)가 접촉한다.

또한 차례로 스프링막대(402)에 의해 블록(401)을 접속시키면 전측의 블록(401)의 데이터신호오목단자(4312)와 접
지오목단자(4322)에 후측의 블록(401)의 데이터신호볼록단자(4311)와 접지볼록단자(4321)가 접촉한다.

이에 따라 각 블록(401)에 배치된 데이터신호선(431)과 접지선(432)의 접속상태가 형성되는 동시에, 또한 본체케이
스(36)와의 접속상태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 변형예에 있어서도 제 3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리스트밴드(44, 45)에 데이터신호선(431)과 접지선(432)
의 2개의 버스배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기능모듈(403)의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변형예에 있어서는, 리스트밴드(44, 45)를 구성하는 블록(401) 자체가 기능모듈(403)인 것에서 기능모듈 그 
자체가 리스트밴드(44, 45)로부터 돌출하는 일이 없고, 보통의 손목시계와 똑같은 감각으로 휴대할 수 있다.

(17) 제 4 실시형태

상기한 제 1∼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리스트밴드에 버스배선을 설치하고, 이 버스배선에 의해 손목시계본체와 각 
기능모듈을 전기적으로 직접 접속하도록 했지만, 시계본체와 리스트밴드에 장착된 기능모듈간을 근접무선통신(Blueto
oth) 등의 근접무선에 의해 데이터통신시키도록 해도 좋다.

이하 이와 같은 경우를 적용한 상세한 설명을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의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도 34A, 34B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100)의 외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34A는 손목시계(100)의 전체도, 
도 34B는 표시부(1061)의 확대도이다.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상기한 제 1∼제 3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한다.

도 34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4 실시형태에 관련되는 손목시계(100)는 본체케이스(106)와, 이 본체케
이스(106)의 서로 대향하는 단부에 부착된 한쌍의 수지제의 리스트밴드(104, 105)를 갖고 있다.

한쪽의 리스트밴드(104)에는 메모리기능을 갖는 기능모듈(1071), 촬상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6)이 착탈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으며, 다른쪽의 리스트밴드(105)에는 음성입출력기능을 갖는 기능모듈(25) 및 전원모듈(26)이 착탈 자유
롭게 부착되어 있다.

본체케이스(106)의 상면에는 LCD로 이루어지는 표시부(1061)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복수의 키조작부(1062)가 설
치되어 있다.

양 리스트밴드(104, 105)에는 각각 버스배선으로서 전원선(411, 511) 및 접지선(414, 514)이 긴쪽방향으로 배치되
어 있다. 또한 본체케이스(16)와 리스트밴드(14, 15)의 접속배치구조는 도 29A, 도 29B, 도 30A 및 도 30B에 나타
낸 제 3 실시형태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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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케이스(106)내에는 도 3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어회로부(1063), 제어프로그램을 격납하고 있는 프로그램메모
리(858), 데이터를 격납하는 데이터메모리(817), 시각정보를 생성하는 시계부(167) 및 백업전지(168)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표시부(1061)와 상기 키조작부(1062)가 본체케이스(106)의 외주부를 향하여 배치된다.

또한 본체케이스(106)에는 양 리스트밴드(104, 105)의 전원선(411, 511)과 접속하는 전원접속단자(169) 및 접지
선(414, 514)과 접속되는 접지접속단자(172)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접속단자(169, 172)는 제어회로부(1063)에 접
속되어 있다.

기능모듈(1071)은 전원인터페이스(201), 모듈ID/시리얼번호 등 해당 기능모듈 고유의 정보를 기억한 ROM(816) 및 
메모리(203)가 설치되어 있다.

전원인터페이스(201)는 전원선(411)과 접지선(414)에 접속되어 있다.

이들 전원인터페이스(201), ROM(816) 및 메모리(203)는 제어회로부(856)를 통하여 부호/복호부(852), 변복조부
(853), 송수신부(854) 및 안테나(855)에 차례로 접속되어 있다.

촬상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6)은 마찬가지로 전원인터페이스(201), 모듈ID/시리얼번호 등 해당 기능모듈 고유의 정
보를 기억한 ROM(816)을 갖는 동시에, 화상데이터메모리(857), 제어회로부(856), 부호/복호부(852), 변복조부(8
53), 송수신부(854) 및 안테나(855)를 갖고 있다.

또한 기능모듈(86)은 신호처리부(8622), A/D변환기(8621), CCD로 이루어지는 입력디바이스(864) 및 촬상렌즈(8
65)를 갖고 있다.

기능모듈(25)은 마찬가지로 접속된 전원인터페이스(201) 및 모듈ID/시리얼번호 등 해당 기능모듈 고유의 정보를 기
억한 ROM(816)을 갖는 동시에, 음성신호처리부(2501), 음성코덱(208), 앰프(209) 및 상기 스피커(210)와 마이크
(211)를 갖고 있다. 또한 음성입출력·모듈(25)은 제어회로부(861), 부호/복호부(852), 변복조부(853), 송수신부(
854) 및 안테나(855)를 갖고 있다.

전원모듈(26)은 마찬가지로 접속된 전원인터페이스(201)를 갖는 동시에, 전압안정화회로(212), 충전제어부(214), 
충전단자(215) 및 전지(213)를 갖고 있다.

이상의 구성에 관련되는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전원모듈(26)의 충전단자(215)를 외부의 전원에 접속함으로써 전지(
213)를 충전할 수 있다.

또 이 전지(213)에 충전된 전력을 전원선(411, 511)과 전원접속단자(169) 및 접지선(414, 514)과 접지접속단자(1
72)로 본체케이스(106), 기능모듈(1071), 촬상기능을 갖는 기능모듈(86), 기능모듈(25)에 공급할 수 있다.

또 손목시계(100)는 도 3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어회로부(167)에서 계시된 현재시각(601), 기능모듈(86)에 의
하여 촬상된 이미지(610)를 표시부(1061)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전지(213)가 통상의 동작전압을 밑돌은 경우에는 본체케이스(106)내의 백업전지(168)로부터의 전력을 전원선
(411, 511)과 전원접속단자(169) 및 접지선(414, 514)과 접지접속단자(172)를 경유하여 기능모듈(1071, 86, 25)
에 공급할 수 있다.

(18) 제 5 실시형태

상기한 제 1∼제 3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리스트밴드에 버스배선을 설치하고, 이 버스배선에 의해 손목시계본체와 기능
모듈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했지만, 시계본체와 리스트밴드에 장착된 기능모듈간을 적외선통신에 의해 접속시키도
록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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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와 같은 경우를 적용한 상세한 설명을 본 발명의 제 5 실시형태의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또한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제 1∼제 3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즉 도 36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손목시계(110)의 본체케이스(116)내부에는 제어회로부(63), 전원(64), 적외선에 
의한 데이터송수신용의 송수신제어부(1165)가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제 4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표시부(106
1)와 상기 키조작부(1062)가 본체케이스(116)의 외주부를 향하여 배치된다.

또 리스트밴드(4, 5)는 상기 제 2 실시형태의 변형예③과 똑같은 버스배선을 갖고, 각 기능모듈(1180∼1184)의 적외
선입력부(1185)에 대향하는 위치에 접속단자((Tx)선용)(96)에 대신하여 적외선발광디바이스를 구비하는 발광부(1
96), 그리고 적외선출력부(1186)에 대향하는 위치에 접속단자((Rx)선용)(97)에 대신하여 적외선수광디바이스를 구
비하는 수광부(197)가 설치되어 있다.

또 발광부(196)는 송신(Tx)선(416, 516)에 접속되고, 수광부(197)는 수신(Rr)선(417, 517)에 접속되어 있다.

한편 각 모듈(1180∼1183)은 전원선(411, 511)과 접지선(414, 514)에 접속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리스트밴드(4, 
5)측의 발광부(196)에 대향하는 수광부(1185) 및 수광부(197)에 대향하는 발광부(1186)를 갖고 있다.

도 36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능모듈(1180)은 접속단자(91, 94) 및 상기 수광부(1185), 발광부(1186)를 갖는 동
시에, 전원제어부(812), 변복조부(853), 부호/복호부(852), I/O제어회로부(859), ROM(816), 메모리(817), 주위
환경이나 생체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센서디바이스, 촬상디바이스 및 음성출력디바이스 등 각종 디바이스와의 데이터송
수신을 제어하는 I/O회로 등(860) 및 CRC생성부(815)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능모듈(1180∼1183)에 따르면, 수광부(1185), 발광부(1186) 및 리스트밴드(4, 5)측의 발광부(196), 
수광부(197)를 통하여 본체케이스(116)측과 적외선통신에 의한 데이터의 수수가 가능하게 된다.

(19) 제 6 실시형태

도 37A, 37B는 본 발명의 제 6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자유도에 의한 유도전자계를 이용하여 리스트밴드내의 
안테나코일과 각 모듈내장의 안테나코일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한 것이다.

즉 도 37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손목시계(120)의 본체케이스(126)내에는 제어회로부(63), 전원(64)이 설치되어 
있는 동시에, 상기 제 4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표시부(1061)와 상기 키조작부(1062)가 본체케이스(126)의 외주부
를 향하여 배치된다. 제어회로부(63)는 송수신제어부(1266)를 통하여 리스트밴드(104, 105)내에 배치된 리스트밴드
측안테나코일(2041, 2051)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송수신부(1266)에는 도 37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복조회로(661), 필터& 증폭회로(662), 복호회로(663), 안
테나구동회로(664), 발진회로(665), 변조회로(667), 부호화회로(666)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복호회로(663) 및 부호화회로(666)는 제어회로부(63)에 접속되고, 발진회로(665)는 시각정보를 생성하는 시
계부(167)를 통하여 제어회로부(63)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어회로부(63)에는 상기 키조작부(1062), 표시부(1061)가 접속되어 있는 동시에 데이터메모리(166), 백업전
지(168)가 접속되어 있다.

한편 기능모듈(1280∼1283)은 적절한 장착수단에 의해 리스트밴드(104, 105)에 착탈 가능하게 부착되어 있다.

각 모듈(1280∼1284)은 모듈측안테나코일(1286)을 갖는 동시에, 복조회로(353), 복호회로(354), 클록재생회로(3
59), 정류기능도 구비하는 A/D변환기(358), 기생전원(346), 부호화회로(356), 변조회로(357), 제어회로부(856), 
ROM(816), 메모리(817), 입출력디바이스(884)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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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실시형태에 따르면, 리스트밴드측안테나코일(2041(2051))과 각 기능모듈(1280∼1283)내의 모듈측안테
나코일(1286)의 사이의 전자유도에 의해 제어회로부(63)와 각 기능모듈(1280∼1283)의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지(64)의 전원전력도 비접촉으로 각 기능모듈(1280∼1283)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선의 버스배선
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배선구조를 간단화할 수 있다.

(20) 제 7 실시형태

도 38은 본 발명의 제 7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능모듈을 코인형 형상으로 하여 리스트밴드에 착탈 자유롭게 
끼워붙이도록 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7 실시형태를 도면에 따라서 설명한다. 또한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상기한 제 1∼제 3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즉 본체케이스(36)의 양단부에 걸어붙여진 리스트밴드(134, 135)에는 평면에서 보아 원형이며, 기능모듈(1300∼13
03)을 착탈 자유롭게 끼워맞춤 가능한 복수의 기능모듈끼워넣음구멍(1341, 1351)이 형성되어 있다.

모듈끼워넣음구멍(1341, 1351)의 저면에는 전원선(511), 데이터신호선(512), 클록신호선(513), 접지선(514)의 일
부가 노출되어 있다.

한편 기능모듈(1300∼1303)의 하면에는 상기 각 선(511∼514)의 노출된 부분에 대응하는 부위에 접속단자(91∼9
4)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실시형태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서 기능모듈(1300∼1302)을 모듈끼워넣음구멍(1341, 1351)에 끼워붙임
으로써 용이하게 기능부가를 실시할 수 있다.

(21) 제 7 실시형태의 변형예

상기한 제 7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기능모듈(1300)을 평면에서 보아 원형(도 39A)으로 했지만, 타원형(도 39B), 정
방형(도 39C), 각부를 만곡으로 한 장방형(도 39D), 특정한 각부를 노치한 직사각형(도 39E, F), 반원형(도 39G), 
쐐기형(도 39H) 등 평면에서 보아 원형에 한정하는 일 없이 적절한 형상으로 해도 좋다.

또 접속단자(91∼94)의 형성부위에 관해서도 일측부에 변위시켜서 설치하거나(도 39I), 일변측에 변위시켜서 설치해
도 좋고(도 39J, K), 또 기능모듈(1300)이 원통형인 경우에는 그 둘레면에 설치하도록 해도 좋다(도 39L).

(22) 제 8 실시형태 및 그 변형예

제 8 실시형태는 상기 제 1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체케이스(5006)에 내장되는 제어회로부(63)와 각 기능모듈(80∼8
4)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제어처리를 상세히 서술하는 것으로,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제 1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제 8 실시형태에 있어서, 도 4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손목시계(5001)에 있어서의 본체케이스(5006)는 상기 제 1 실
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에 덧붙여서 후술하는 기능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를 내장하고 있다.

도 41A는 각 기능모듈(80∼84)의 회로구성도이며,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제 1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
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I/O제어회로부(1811)는 접속단자(92, 93)에 접속되고, ROM(1816)이나 메모리(817), 그 외 I/O회로, 통신회로라는 
주변의 회로의 데이터를 수신한 커맨드에 따라서 판독하거나 격납하거나 검색한다. 또 I/O제어회로부(1811)는 전원제
어부(812)의 전원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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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1816)에는 도 41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해당 기능모듈을 제조한 메이커나 메이커에 있어서의 형번(型番) 등을 
나타내는 메이커/시리즈번호(Family Code)(8160), 제조시리얼번호(Serial No.)(8161), 해당 기능모듈이 전원모듈 
또는 전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1bit데이터(플래그)정보로 설정한 전원/전지모듈비트(PS)(8162), 해당 기능
모듈이 외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1bit데이터(플래그)정보로 설정한 입력(데이터입력 가능)모
듈비트(IN)(8163), 해당 기능모듈이 외부로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1bit데이터(플래그)정보로 설정한 
출력(데이터기입 가능)모듈비트(OUT)(8164), 표시포맷설정데이터(DF)(8165), 모듈종별코드(Module Code)(81
66), 모듈형식코드(Module Spec)(8167), 소비전력정보데이터(8168)(PCI: Power Consumption Information) 및 
에러체크(CRC순회정정부호)(8169)가 격납되어 있다.
    

또 이들 데이터 중 모듈종별코드(8166), 모듈형식코드(8167)는 기능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에 격납되어 있는 
각 테이블에서 정의된 것이 격납되어 있다.

표시포맷설정데이터(8165)는 손목시계(5001)의 표시부(60)에 해당 기능모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때 그 표시포맷
을 규정하는 데이터이며, 소비전력정보데이터(8168)는 해당 기능모듈이 정상으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소비전력에 
관한 데이터(Off시/On시평균/On시Max 등)이다.

또 모듈종별코드(8166)는 해당 기능모듈의 종별을 나타내는 부호이고, 모듈형식코드(8167)는 해당 기능모듈의 형식
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이들 모듈종별코드(8166)와 모듈형식코드(8167)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이들 데이터 및 코드를 각 기능모듈과 시계본체에서 송수신하는 경우의 데이터의 구성은 도 10A, 10B, 도 11A∼
11G에 준하는 것인데, 각 데이터 및 코드에 대해서는 변경된다.

도 42는 한 예로서 상기 기능모듈(82, 83)의 상세를 나타내는 회로구성도이다.

이 기능모듈(82, 83)의 ROM(1816)에는 상기 도 41B에 나타낸 해당 기능모듈의 메이커/시리즈부호(8160)로부터 에
러체크(CRC순회정정부호)(8169)까지의 정보가 격납되어 있다.

이들 정보(8160∼8169)에 있어서, 기능모듈(82, 83)의 모듈종별코드(8166)는 동일도면의 우측에 「Module Code
＝0100(＝센서계(측정처리))」로 정의되어 있다. 또 기능모듈(83)의 모듈형식코드(8167)는 「Module Spec＝001
0(기압계(hPa))」로서 정의되어 있다.

도 43은 본 발명의 제 8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기 제 2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체케이스(5
016)에 내장되는 제어회로부(163)와 각 기능모듈(21∼26)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제어처
리를 상세히 서술하는 것으로,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제 2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
에 설명을 생략한다.

제 8 실시형태의 변형예에 있어서, 도 4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손목시계(5002)에 있어서의 본체케이스(5016)는 상
기 제 1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에 덧붙여서 후술하는 기능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에 내장하고 있다.

기능모듈(21∼26)은 각각 전원선(411, 511), 데이터신호선(412, 512), 클록신호선(413, 513), 접지선(414, 514)
에 접속되어 있다.

도 44는 기능모듈(21, 22)의 상세를 나타내는 회로구성도이고, 도면의 설명에 있어서 제 2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
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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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1817)에는 상기 도 41B에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모듈의 메이커/시리즈부호(8160)로부터 에러체크
(CRC순회정정부호)(8169)까지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들 8160∼8169에 있어서, 기능모듈(21, 22)의 모듈종별
코드(8166)는 메모리기능을 갖는 것으로, 「Module Code＝0010(＝메모리계)」로서 정의되어 있다. 또 기능모듈(2
1)의 모듈형식코드(8167)는 「Module Spec＝0110(＝32MB/Flash)」로서 정의되어 있다.

도 45는 상기 기능모듈(23)의 상세를 나타내는 회로구성도이고, 제 2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
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ROM(1818)에는 상기 도 41B에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모듈(23)의 메이커/시리즈부호(8160)로부터 에러
체크(CRC순회정정부호)(8169)까지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들 8160∼8169에 있어서, 기능모듈(23)의 모듈종별코드(8166)는 「Module Code＝0111(＝무선처리계(통신방식)
계))」로서 정의되어 있다.

또 이 기능모듈(23)의 모듈형식코드(8167)는 「Module Spec＝0101(근접무선통신(Bluetooth))」로서 정의되어 있
다.

도 46은 상기 기능모듈(24)의 상세를 나타내는 회로구성도이고, 제 2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
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ROM(1819)에는 상기 도 41B의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모듈(24)의 메이커/시리즈부호(8160)로부터 에러체크(
CRC순회정정부호)(8169)까지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들 8160∼8169에 있어서, 기능모듈(24)의 모듈종별코드(8166)는 「Module Code＝0101(＝입력처리계(디바이스))
」로서 정의되어 있다. 특히 이 기능모듈(24)이 디지털카메라인 경우는 모듈형식코드(8167)는 「Module Spec＝01
11(＝이미지인풋(CCD, CMOS))」로서 정의되어 있다.

도 47은 상기 기능모듈(25)의 상세를 나타내는 회로구성도이고, 제 2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
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ROM(1820)에는 상기 도 41B의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모듈(25)의 메이커/시리즈부호(8160)로부터 에러체크(
CRC순회정정부호)(8169)까지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들 8160∼8169에 있어서, 해당 기능모듈(25)의 모듈종별코드(8166)는 「Module Code＝0110(＝출력처리계(디
바이스))」로서 정의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8167)는 「Module Spec＝0101(＝오디오출력(스피커, 이어폰))」로서 정의되어 있다.

도 48은 상기 전원모듈(26)의 상세를 나타내는 회로구성도이고, 제 2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
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ROM(1821)에는 상기 도 41B의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전원모듈(26)의 메이커/시리즈부호(8160)로부터 에러체크(
CRC순회정정부호)(8169)까지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들 8160∼8169에 있어서, 이 전원모듈(26)의 모듈종별코드(8166)는 「Module Code＝1101(＝이차전지)」로서 
정의되어 있다.

또 이 전원모듈(26)의 모듈형식코드(8167)는 「Module Spec＝0101(＝3. 6V, 200mAh)」로서 정의되어 있다.

도 49∼도 58은 각 손목시계(5001, 5002)에 설치되어 있는 상기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에 기억되어 있는 테이
블(1662∼1671)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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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테이블(1662∼1671)에는 모듈식별코드와 모듈형식코드 및 기능이 대응하여 기억되어 있다.

도 49는 시간계측계 기능모듈테이블(1662)이며, 모듈식별코드는 서핀타이머, 요트타이머, … 등의 시간계측계 기능모
듈에 모두 공통하여 「0000」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시간계측계 기능모듈테이블(1662)을 참조함으로써 리스
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시간계측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시간계측기능을 구비하
는 것이었던 경우 어떠한 형식인 것인지를 모듈형식코드로 판별할 수 있다.

도 50은 CPU/연산처리프로그램계 기능모듈테이블(1663)이며, 모듈식별코드는 일출/일몰연산, 월령연산… 등의 CPU
/연산처리프로그램계 기능모듈에 모두 공통의 「0001」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
63)는 이 CPU/연산처리프로그램계 기능모듈테이블(1663)을 참조함으로써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CPU/연산처리프로그램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CPU/연산처리기능을 구비하는 것이었던 경우 
어떠한 형식인 것인지를 모듈형식코드로 판별할 수 있다.

도 51은 메모리계 기능모듈테이블(1664)이며, 모듈식별코드는 1MB/SRAM, 2MB/SRAM, … 등의 메모리계 기능모듈
에 모두 공통의 「0010」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메모리용량 및 하드웨어의 형식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메모리계 기능모듈테이블(1664)을 참조함으로써 리스트
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메모리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메모리기능을 구비하는 것이
었던 경우 어떠한 용량,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듈형식코드로 판별할 수 있다.

도 52는 데이터뱅크계 기능모듈테이블(1665)이며, 모듈식별코드는 어드레스장부, 스케쥴장부… 등의 데이터뱅크계 
기능모듈에 모두 공통의 「0011」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데이터뱅크계 기능모듈테이블(1665)을 참조함으로써 리
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데이터뱅크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데이터뱅크기능을 
구비하는 것이었던 경우 어떠한 형식인 것인지를 모듈형식코드로 판별할 수 있다.

도 53은 센서계 기능모듈테이블(1666)이며, 모듈식별코드는 온도계, 기압계… 등의 센서계 기능모듈에 모두 공통의 
「0100」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센서계 기능모듈테이블(1666)을 참조함으로써 리스트밴
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센서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센서기능을 구비하는 것이었던 
경우 어떠한 형식인 것인지를 모듈형식코드로 판별할 수 있다.

도 54는 입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테이블(1667)이며, 모듈식별코드는 커넥터경유인풋, 키인풋, … 등의 입력처
리계 기능모듈에 모두 공통의 「0101」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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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입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테이블(1667)을 참조함
으로써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입력디바이스를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입력디바이
스를 구비하는 것이었던 경우 어떠한 입력디바이스인 것인지를 모듈형식코드로 판별할 수 있다.

도 55는 출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테이블(1668)이며, 모듈식별코드는 커넥터경유아웃풋, 표시출력, … 등의 출
력처리계 기능모듈에 모두 공통의 「0110」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출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테이블(1668)을 참조함
으로써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출력디바이스를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출력디바이
스를 구비하는 것이었던 경우 어떠한 출력디바이스인 것인지를 모듈식별코드로 판별할 수 있다.

도 56은 무선처리계(통신방식) 기능모듈테이블(1669)이며, 모듈식별코드는 무선통신일반, 무선수신일반, … 등의 무
선처리계 기능모듈에 모두 공통의 「0111」이 대응지워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기능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무선처리계(통신방식) 기능모듈테이블(1669)을 참조함
으로써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무선처리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 무선처리기
능을 구비하는 것이었던 경우 어떠한 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도 57 및 도 58은 일차전지(primary cell)계 및 이차전지계 기능모듈테이블(1670, 1671)이며, 모듈식별코드는 1. 5
V, 80mAh, 3V, 150mAh, … 등의 각 전지계 기능모듈 모두 「1000」(일차전지), 「1101」(이차전지)가 대응지워
서 기억되어 있다.

또 모듈형식코드는 해당 모듈의 기능에 따라서 상호 다르다.

따라서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이 일차전지계 및 이차전지계 기능모듈테이블(1670, 1671)
을 참조함으로써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접속된 기능모듈이 각 전원을 갖는지 아닌지, 또 전원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기능을 구비하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상의 구성에 관련되는 제 8 실시형태 및 그 변형예에 있어서, 각 손목시계(5001, 5002)의 제어회로부(63, 163)는 
내부에 기억되어 있는 처리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우선 도 63에 나타내는 흐름도에 따라서 처리를 실행한다.

즉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신규로 접속된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스텝S1).

    
신규로 접속된 기능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모듈의 상기 ROM(816, 1816∼1821)에 기억되어 있는 8160∼8
169 중 모듈ID(메이커/시리즈부호(8160), 제조시리얼번호(8161))를 입력하고, 해당 손목시계(5001, 5002)에 대응
하는 것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동시에(스텝S2), 후속하는 모듈정보(전원/전지모듈비트(8162), 입력(데이터입력 가능)
모듈비트(8163), 출력(데이터기입 가능)모듈비트(8164), 표시포맷설정데이터(8165), 모듈종별코드(8166), 모듈형
식코드(8167), 소비전력정보데이터(8168) 및 에러체크(CRC순회정정부호)(8169)를 입력한다(스텝S3).
    

또한 스텝S2에서 입력한 모듈ID와 대응시켜서 스텝S3에서 입력한 모듈정보를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내에 등록
한다(스텝S4).

이어서 접속되어 있는 기능모듈의 아이콘 및 모듈정보를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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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텝S5에서의 처리에 의해 상기 각 손목시계(5001, 5002)의 표시부(60, 161)는 도 60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접
속되어 있는 기능모듈의 아이콘이나 모듈정보가 표시되고, 또는 도 61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모듈정보가 트리상으로 표
시된다(도 60에 있어서, “610”은 출력처리계(디바이스) 기능모듈의 음성출력아이콘, “611”은 무선처리계(통신방
식) 기능모듈의 아이콘, “612”는 메모리기능모듈아이콘, “613”은 전원모듈아이콘을 각각 나타낸다.).

또 그 밖에도 신규로 접속된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6), 신규로 접속된 기능모듈에 대하여 스텝S
2∼S5의 처리를 반복한다.

그리고 신규로 접속된 모든 기능모듈에 대하여 스텝S2∼S5의 처리를 종료한 경우, 또는 스텝S1에서의 판단의 결과 신
규로 접속된 기능모듈이 없었다고 판단한 경우는 반대로 리스트밴드(4, 5)로부터 제외된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스텝S7).

제외된 기능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한 스텝S4에서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내에 등록한 해당 기능모듈의 모듈
ID와 모듈정보를 등록데이터로부터 삭제한다(스텝S8).

이어서 접속되어 있는 기능모듈의 아이콘 및 모듈정보를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9). 또 그 밖에도 제외된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10), 제외된 모든 기능모듈에 대하여 스텝S8 및 S9의 처리를 반복한다.

그리고 제외된 모든 기능모듈에 대하여 스텝S8 및 S9의 처리를 종료한 경우, 또는 스텝S7에서의 판단의 결과 제외된 
기능모듈이 없었던 경우에는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의 등록내용을 참조하여 접속되어 있는 각 기능모듈의 아이
콘 및 모듈정보를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11).

또한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의 등록내용을 읽고, 접속되어 있는 전원모듈의 용량과 각 기능모듈의 소비전력정보
데이터(8168)로부터 기동하는 기능모듈을 선택제어한다(스텝S12).

이 결과 예를 들면 이 기동시킨 기능모듈이 입력처리계(디바이스)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의의 조작에 따라서 입력되
는 데이터를 처리한다(스텝S13).

또 기동시킨 기능모듈이 입력처리계(디바이스), 또는 다음의 스텝S15에서 처리를 실행하는 출력처리계(디바이스) 이
외의 기능모듈인 경우에는 그 기능 및 형식에 따라서 데이터처리한다(스텝S14).

또한 기동시킨 기능모듈이 출력처리계(디바이스)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의의 조작에 따라서 출력지시되는 데이터를 
출력처리한다(스텝S15).

도 62는 상기 스텝S12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리스트밴드(4, 5)에 끼워맞추어서 새로이 접속된 전원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스텝S1201). 새로이 접
속된 전원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모듈의 상기 ROM(816)에 기억되어 있는 모듈ID를 입력하는 동시에 후속하
는 모듈정보를 입력한다(스텝S1202).

또한 이 입력한 모듈ID 및 모듈정보를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에 등록한다(스텝S1203).

이어서 접속되어 있는 모든 전원모듈의 합계용량을 산출하고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에 기억시켜져 있었던 합계
용량의 값을 갱신한다(스텝S1204).

또 접속되어 있는 전원모듈의 아이콘과 모듈정보를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1025). 계속해서 그 밖에도 신
규로 접속된 전원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1206), 신규로 접속된 모든 전원모듈에 대하여 스텝S1022∼
S1205의 처리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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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규로 접속된 모든 전원모듈에 대하여 스텝S1202∼S1205의 처리를 종료한 경우, 또는 스텝S1201에서의 판
단의 결과 새로이 접속된 전원모듈이 없었던 경우에는 전원모듈 이외의 모든 기능모듈의 소비전력정보데이터로부터 소
비전력에 관한 Off시/On시평균/On시Max를 구한다(스텝S1207).

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전원모듈의 합계용량과 모든 기능모듈의 소비전력정보를 표시부(60, 160)에 표시한다(스텝S
1208).

그런 후에 전원모듈 이외의 모든 기능모듈의 ON시평균소비전력의 합계가 접속되어 있는 모든 전원모듈의 합계용량 미
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스텝S1209).

이 스텝S1209에서의 판단이 NO이며, 접속모듈의 ON시평균소비전력의 합계가 모든 전원모듈의 합계용량 이상인 경우
에는 에러처리를 실시한다(스텝S1214).

그리고 이 에러처리에 동반하여 접속하는 기능모듈의 재선택, 또는 초과하는 기능모듈의 떼어냄, 또는 전원모듈의 추가
를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1215).

한편 스텝S1209에서의 판단이 YES이며, 접속한 모든 기능모듈의 ON시평균소비전력의 합계가 모든 전원모듈의 합계
용량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전원모듈 이외의 모든 기능모듈의 ON시Max소비전력의 합계가 접속되어 있는 모든 전원모
듈의 합계용량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스텝S1210).

이 스텝S1210에서의 판단이 NO이며, 상기 ON시Max소비전력의 합계가 접속되어 있는 모든 전원모듈의 합계용량 이
상인 경우에는 에러처리를 실시한다(스텝S1212).

그리고 이 에러처리에 동반하여 동시에 구동시키는 기능모듈의 재선택, 또는 초과하는 기능모듈의 떼어냄, 또는 전원모
듈의 추가를 하도록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1213).

그리고 스텝S1209와 스텝S1210의 판단이 함께 YES인 경우, 즉 접속한 기능모듈의 ON시평균소비전력의 합계가 전원
모듈의 합계용량 미만이며, 또한 접속한 기능모듈의 ON시Max소비전력의 합계가 전원모듈의 합계용량 미만인 경우에
는 스텝S1211의 처리를 실시한다.

즉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의 등록내용을 참조하여 접속한 전원모듈의 합계용량과 접속모듈의 소비전력을 표시
하는 것이다.

도 63은 상기 스텝S13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사용자에 의한 키조작부(62, 162)의 조작에 따라서 모듈
제어데이터메모리(1661)내의 등록완료데이터로부터 소망의 입력처리계(디바이스)의 기능모듈을 검색한다(스텝S13
01).

이 검색의 결과 소망의 입력처리계(디바이스)의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1302), 없는 경우에는 에
러처리를 실시하여(스텝S1307) 본 처리를 종료한다.

또 소망의 기능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의의 조작에 의한 데이터입력처리를 해당 기능모듈로 실행한다(스텝
S1303).

계속해서 이 데이터입력이 적정하게 실행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스텝S1304),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았던 경우에
는 에러처리를 실시하여(스텝S1307) 입력처리를 종료한다.

또 스텝S1304에서의 판단의 결과 데이터입력이 적정하게 실행된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를 제어부(제어회로부(63, 
163))내의 데이터메모리(166)에 격납한다(스텝S1305).

또한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의 등록내용을 참조하여 입력처리한 기능모듈과 데이터를 표시부(60, 161)에 표시
한다(스텝S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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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는 상기 스텝S14에 있어서 기능모듈 중 메모리기능을 구비한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제어회로(63, 163)
의 데이터메모리(166)에 격납처리하는 경우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키조작부(62, 162)의 조작에 따라서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내의 등록완료데이터로부터 메모리기능을 가
진 기능모듈을 검색한다(스텝S1401).

이 검색의 결과 메모리기능을 구비하는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1402), 없는 경우에는 에러처리를 
실시하여(스텝S1407) 본 처리를 종료한다.

또 기능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에 의해 지정한 파일 또는 데이터가 해당 기능모듈에 있는지 없는지
를 검색한다(스텝S1403).

그리고 소망의 파일 또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1404), 없는 경우에는 에러처리를 실시하여(스텝
S1407) 본 처리를 종료한다.

또 스텝S1404에서의 판단의 결과 파일 또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파일 또는 데이터를 제어회로부(63, 163)
내의 데이터메모리(166)에 격납한다(스텝S1405).

또한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의 등록내용을 참조하여 기능모듈과 입력된 파일 또는 데이터를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1406).

도 65는 상기 스텝S14에 있어서, 상기의 처리와는 반대로 제어회로부(63, 163)의 데이터메모리(166)로부터 메모리
기능을 구비한 기능모듈로 데이터를 기입하는 경우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사용자에 의한 키조작부(62, 162)의 소정의 조작에 따라서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내의 등록완료데이터로
부터 메모리기능을 가진 기능모듈을 검색한다(스텝S1411).

이 검색의 결과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1412), 없는 경우에는 에러처리를 실시하여(스텝S1417) 
본 처리를 종료한다.

또 기능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에 의해 지정한 파일 또는 데이터를 데이터메모리(166)로부터 제어
회로부(63, 163)내의 메모리를 우선 일시적으로 입력한다(스텝S1413).

그런 후에 이 파일 또는 데이터를 메모리기능모듈에 격납한다(스텝S1414).

또한 이 격납이 적정하게 실행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스텝S1415), 적정하게 실행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에러처리
를 실시하여(스텝S1417) 본 처리를 종료한다.

적정하게 실행된 경우에는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의 등록내용을 참조하여 격납된 기능모듈과 파일 또는 데이터
를 표시부(60, 161)에 표시한다(스텝S1416).

도 66은 상기 스텝S15의 상세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키조작부(62, 162)의 조작에 따라서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내의 등록완료데이터로부터 출력처리계(디바
이스)기능을 구비하는 기능모듈을 검색한다(스텝S1501).

이 검색의 결과 기능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스텝S1502), 없는 경우에는 에러처리를 실시하여(스텝S1507) 
기능모듈로의 출력처리를 종료한다.

또 기능모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능모듈로부터 출력대상의 데이터를 우선 제어부(제어회로부(63, 163))내의 메모
리에 입력한다(스텝S1503).

 - 28 -



공개특허 특2001-0106261

 
그런 후에 이 데이터를 기능모듈에 출력한다(스텝S1504).

또한 이 출력이 적정하게 실행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스텝S1505), 적정하게 실행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에러처리
를 실시하여(스텝S1507) 기능모듈로의 출력처리를 종료한다.

적정하게 실행된 경우에는 모듈제어데이터메모리(1661)의 등록내용을 참조하여 기능모듈과 출력된 데이터를 표시부
(60, 161)에 표시하는 것이다(스텝S1506).

    발명의 효과

또한 본 실시형태는 신체장착 가능한 정보기기로서 사용자의 손목에 장착하는 손목시계를 예로 들어서 상세히 서술했
지만, 이에 한정되는 일 없이 본 발명은 온갖 정보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6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허리에 감는 벨트에 버스배선(411, 412, 413, 414(511, 512, 513, 
514))을 설치하고, 본체케이스(6)에 표시부(60)를 회전이동시키기 위한 가동축(73)을 구비시켜서 사용자가 장착했
을 때에 이 표시부를 90도 회전시켜서 내려다보는 설계로 해도 좋다.

이 경우 각 기능모듈(80, 81)은 벨트(6002)에 착탈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으며, 용이하게 기능확장이 가능한 웨어러
블컴퓨터(wearable computer)로서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기능을 갖는 전자회로를 내장한 케이스본체와, 적어도 시각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케이스본체에 걸어
붙여져서 사용자의 신체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장착되는 밴드부를 구비한 정보기기에 있어서,

상기 밴드부에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는 전자기기를 구비하고,

상기 밴드부는 상기 전자회로와 상기 전자기기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복수의 접속구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본체를 밀봉하기 위한 케이스커버를 고정하는 고정부재를 추가로 구비하고, 해당 접속구조와 상기 밴드부는 
이 고정부재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구조는 스프링부재를 추가로 구비하고,

상기 케이스본체와 상기 밴드부는 이 스프링부재에 의해 누름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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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프링부재의 근처에 방수구조를 추가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부는 상기 전자기기와 전기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복수의 접속단자부를 갖고,

상기 전자기기는,

이들 접속단자부를 직접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와,

상기 밴드부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구조를 추가로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식별정보를 기억하는 식별정보기억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식별정보와 기능정보를 대응지워서 기억하는 기능정보기억수단과,

상기 전자기기로부터 송신되는 식별정보를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이 수신수단에 의하여 수신된 식별정보를 검색조건으로 하여 상기 기능정보기억수단으로부터 해당하는 기능정보를 검
색하는 검색수단과,

이 검색수단에 의한 검색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에 의한 제어내용을 상기 표시부에 표시시키는 제 1 표시제어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기기.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정보에 의거하여 접속된 전자기기가 상기 전자회로 및 접속되어 있는 그 밖의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
능을 갖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1 판단수단과,

이 제 1 판단수단에 의하여 접속된 전자기기가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
되는 정보와 적어도 접속되어 있는 다른 전자기기가 소비하는 전원정보를 취득하는 정보취득수단과,

이 정보취득수단에 의해 취득된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다른 전자기기가 정상으로 동작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2 판단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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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2 판단수단에 의한 판단결과를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부는 복수의 블록부재로 구성되고, 해당 블록부재에 상기 전자기기가 갖는 기능을 내장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기기.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적어도 상기 전자회로로 연산처리되는 각종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기기.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주위의 환경정보를 검출하는 검출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자기기로부터 주위의 환경정보를 수신하는 환경정보수신수단과,

이 수신수단에 의하여 수신된 환경정보로부터 상기 표시부에 표시해야 할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수단과,

이 생성수단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를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제 2 표시제어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정보기기.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외부와 무선통신을 실시하는 무선통신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자기기의 무선통신수단에 의해 통신되는 통신내용을 취득하는 통신내용취득수단과,

이 통신내용취득수단에 의하여 취득되는 통신내용을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제 3 표시제어수단을 추가
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음성정보를 입출력하는 음성정보입출력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자기기의 음성정보입출력수단에 의해 입력된 음성정보를 통신내용으로 변환하는 변환수단과,

이 변환수단에 의하여 변환된 통신내용을 상기 무선통신수단에 출력하는 통신내용출력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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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정보입출력수단은 상기 통신내용취득수단에 의하여 취득된 통신내용을 음성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보기기.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촬상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자기기의 촬상수단에 의해 촬상된 이미지를 취득하는 이미지취득수단과,

이 이미지취득수단에 의하여 취득된 이미지를 상기 표시수단에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제 4 표시제어수단을 추가로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음성정보출력수단을 구비하고,

키조작수단과,

이 키조작수단에 의한 키조작에 의거하여 상기 음성정보출력수단을 제어하는 음성정보제어수단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기.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기는 다른 전자기기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정보출력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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