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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커버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커버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는 상면을 갖는 베이스, 커버, 힌지 부재 그리고 지지 부재를 구비한다. 상기 커버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위치

되는 제 1 면과 상기 제 1 면에 반대되는 제 2 면을 구비한다. 상기 힌지 부재는 상기 커버를 틸트시키기 위한 수평축과 상

기 커버를 스위블시키기 위한 수직축이 일치되지 않고,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상기 커버의 상기 제 2 면이 상기 베이스와

상면과 마주보도록 놓이는 제 1 위치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지지 부재는 상기 베이스의 후단부에 대칭적으로 설치되

고, 상기 커버가 상기 제 1 위치를 갖는 경우에 상기 베이스 상에서 상기 커버의 상기 제 2 면을 지지하여 상기 커버의 진동

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에 의하면, 상기 제 1 위치를 갖는 경우에도 커버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으

므로 첨필을 이용한 입력 방식을 한층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커버의 진동이 방지되므로 커버와 연결된 주변 장치

의 내구성 역시 향상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커버의 지지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를 보여주는 사시도;

도 2a와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스위블되지 않는 상태에서 클로즈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180도 스위블된 휴대용 컴퓨터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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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180도 스위블된 후에 클로즈되어 지지 부재에 의해 지지되는 휴대용 컴퓨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커버의 지지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의 분해 사시도;

도 6a와 도 6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캡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와 결합도; 그리고

도 7은 도 6b의 a-a 라인을 따라 절단된 캡 어셈블리의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휴대용 컴퓨터 102 : 베이스

104 : 커버 106 : 하우징

108 : 포인팅 디바이스 110 : 키보드 어셈블리

112 : 캡 어셈블리 114 : 힌지 구조

116 : 디스플레이 패널 120 : 보스

122 : 스프링 124 : 제 1 보스

126 : 제 2 보스 128 : 결합부

130 : 제 1 락커 132 : 제 2 락커

142 : 슬롯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커버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에 관한 것

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랩탑(laptop) 혹은 노트북(notebook)이라 불리는 휴대용 컴퓨터(portable computer)는 놀라운 속도

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상기 휴대용 컴퓨터들은 가벼우며, 휴대용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키보드를 보호하기

위해 힌지(hinge)되는 커버(cover)가 지지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display screen)을 가지고 있다. 많은 휴대용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에는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가 사용된다.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는 가볍고 전력

소모량이 적다는 점에서 휴대용 컴퓨터에 적합한데, 특히 일반적인 데스크 탑 형태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CRT 디스플레

이(cathode ray tube display)와 비교하면 극히 적은 전력 소모량을 가진다. 또한, 액정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조

도(bright light)앞에서도 화면의 선명함을 유지한다.

하지만, 상기 휴대용 컴퓨터의 크기가 갈수록 슬림화 소형화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역시 대형화된다

고 해도 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휴대용 컴퓨터의 액정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인 한 사람을 향해서만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어떤 화면 상의 결과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대용 컴퓨

터 자체를 이동 혹은 회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고 휴대용 컴퓨터 자체를 이동 혹은 회전시키는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와 같

이 충격에 민감한 장치가 손상될 위험이 항상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틸트(tilt)만 가능하던 휴대용 컴퓨터에 일정한

각도내에서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비한 커버를 회전(swivel)시키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문정남등에 의해 98년 10월 16일 특허출원된 휴대용 컴퓨터(특허 출원번호; 98-43763)에 개시된 발명은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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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회전하고 틸트되어 상기 베이스와 상기 커버의 후면이 인접되어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이 완전히 외부를 향해 노출되

어 상기 베이스 상에 놓여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럴 경우에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정보를 많은 사람이 공

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근에 개발중인 터치 스크린 패널(touch screen panel)을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로 사용하는

경우에 스타일러스등을 이용한 입력 방식이 한층 용이해지는 장점이 생긴다.

하지만, 상기 커버를 스위블시키고 틸트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힌지 구조에서 스위블 축과 틸트 축이 일치되지 않는 힌지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서 시계방향으로 180도 회전해서 틸트되어 놓여지는 경우에 상기 베이스의 후단쪽은 상기 커버의 일

단이 상기 힌지구조와 연결되어 일정 높이의 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의 전단쪽에는 상기 커버의 타단이 베이스 상에

놓여져서 상기 커버가 상기 베이스의 후단쪽으로부터 기울어져 놓여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스타일러스등을 이용

해서 디스플레이 상에 터치(touch)를 통해 입력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기 커버가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못하고 상기 커버

가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입력이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입력을 하는 경우마다 디스플

레이가 흔들리는 잦은 진동으로 인해 상기 커버와 연결된 힌지 구조및 케이블등에도 큰 손상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커버를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는 상면을 갖는 베이스, 커버, 힌지 부재 그리고 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커버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위치되는 제 1 면과 상기 제 1 면에 반대되는 제 2 면을 구비한다. 상기 힌지 부재는 상기

커버를 틸트시키기 위한 수평축과 상기 커버를 스위블시키기 위한 수직축이 일치되지 않고, 상기 커버의 상기 제 2 면이

상기 베이스와 상면과 마주보도록 놓이는 제 1 위치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수단은 상기 베이스의 후단부에 대칭적으

로 설치되고, 상기 커버가 상기 제 1 위치를 갖는 경우에 상기 베이스 상에서 상기 커버의 상기 제 2 면을 지지하여 상기 커

버의 진동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서 상기 수단은, 상기 힌지 부재의 양단에 결합되는 캡 어셈블리들을 구비하되, 상기 캡 어셈블리들 각

각은, 캡, 보스, 크래들 그리고 스프링을 구비한다. 상기 캡은 상면과 측면을 갖고 상기 베이스에 결합된다. 상기 보스는 상

기 캡에 형성되고 스크류가 결합되는 홀을 구비한다. 상기 크래들은 상기 스크류에 결합되는 일단에 직선운동가능하도록

슬롯이 형성되어, 상기 캡에/으로부터 삽입/돌출된다. 상기 스프링은 상기 스위치가 상기 캡으로부터 돌출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을 적용하면, 상기 제 1 위치를 갖는 상태에서도 커버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첨필을 이용한 입력

방식을 한층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커버의 진동이 방지되므로 커버와 연결된 주변 장치의 내구성 역시 향상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도면 도 1 내지 도 7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

를 병기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커버의 지지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휴대용 컴퓨터(100)는 베이스(102)와 커버(104)를 구비한다. 상기

베이스(102)는 하우징(106), 포인팅 디바이스(pointing device)(108), 키보드 어셈블리(keyboard assembly)(110) 그리

고 상기 하우징(106)의 내부에 위치된 전자 디바이스 및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도시되지 않음)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베이스(102)는 후단부에 두 개의 캡 어셈블리(cap assembly)(112)를 구비하는데, 각각의 캡 어셈블

리(112)에는 크래들(cradle)(113)이 돌출되어 있다. 상기 크래들(113)의 상세한 구조 및 동작관계는 도 5 내지 도 7을 이

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캡 어셈블리(112)들의 사이에는 힌지 구조(hinge mechanism)(114)가 설치된다. 그리고 상

기 힌지 구조(114)와 연결되어 디스플레이 패널(116)이 구비된 커버(cover)(104)가 오픈된 상태로 도 1에 도시되고 있다.

상기 커버(104)를 틸트(tilt) 혹은 스위블(swivel)시키는 것이 모두 가능한 힌지 구조(114)에 대한 구조 및 동작은 상술한

문정남등에 의한 특허출원번호 98-43763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상기

힌지 구조(114)는 틸트 부재(114a)에 의해서 상기 커버가 a-a 라인으로 도시되는 수평축을 기준으로 화살표로 도시된 것

과 같은 방향으로 틸트되는 것이 가능하고. 스위블 부재(114b)에 의해서 상기 커버(118)가 b-b 라인으로 도시되는 수직

축을 기준으로 화살표로 도시된 것과 같은 방향으로 스위블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틸트의 경

우 상기 커버(104)가 클로즈되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즉 0도로 할 경우에 약 135도 정도까지 틸트되는 것이 가능하며,

스위블되는 경우에 상기 커버(104)가 정면을 향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시계방향(clockwise direction)으로 약 182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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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블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상기 힌지 구조(114)의 a-a 라인으로 도시되는 수평축과 b-b 라인으로 도시되는 수

직축은 일치되지 않고, 즉 일정한 한 점에서 교차하지 않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이격된 상태에 있다. 특히,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는 수직축이 수평축에 비해 조금 앞쪽에 위치한 경우의 예를 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

터(100)의 경우에 종래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상기 커버(104)의 진동을 막기 위해 상기 베이스(102)의 캡 어셈블리(112)

에는 크래들(113)이 설치되어 있다. 상기 크래들(113)이 상기 커버(104)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는 가는 도 2a 내지 도 4

에 잘 도시되어 있다.

도 2a 및 도 2b는 커버가 스위블되지 않는 상태에서 클로즈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커버가 180도 스위블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사시도 그리고 도 4는 커버가 스위블된 후에 클로즈된 경우

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도이다.

도 2a 내지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커버(104)가 회전하지 않고 클로즈되는 경우에 상기 커버(104)의 하단부는 상

기 캡 어셈블리(112)에 설치되어 돌출된 크래들(113)을 푸시하여 안쪽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도 5a 및 도 5b에 가장 잘 도

시되어 있지만 상기 크래들(113)은 상기 캡 어셈블리(112)에 점선으로 표시된 보스(boss)(120)와 스프링(122)으로 연결

되어 직선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기 커버(104)가 상기 베이스(102)위에 기울어짐없이 안착되므로

상기 크래들(113)을 푸시해서 안쪽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한편,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커버(104)가 180도 회전된 경우에서 상기 커버(104)를 클로즈시켜 도 4에 도시된 것

처럼,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116)이 위쪽에 위치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스타일러스등을 이용한 입력 방식

이 자유롭게 되는 위치가 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양 회전축이 일치되지 않고 특히 수직축이 앞쪽으로 편심되어 있던 상태

에서 상기 커버가 회전하게 되면 수직축이 커버보다 상대적으로 뒤쪽에 위치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클로즈되면 중심보

다 조금 더 위쪽에 수직축이 위치되어 상기 커버(104)가 기울어진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 상기 캡 어셈블리(112)에 설

치된 상기 크래들(113)이 양쪽에서 상기 커버(104)의 후단부(104a)와 접촉되어 상기 커버(104)를 지지하므로 상기 커버

(104)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후단부(104a)의 중앙부분에는 일정한 높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재치부가 더 구

비될 수 있는데, 상기 재치부에서는 상기 힌지 구조(104)의 동작을 보강하기 위한 브라켓등이 내장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재치부는 디자인에 의해 선택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상기 크래들의 동작과 구조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커버의 지지구조를 갖는 휴대용 컴퓨터의 분해 사시도, 도 6a와 도 6b는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캡 어셈블리를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와 결합도 그리고 도 7은 도 6b의 a-a 라인을 따라

절단된 캡 어셈블리의 단면도이다.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힌지 구조(114)의 양 단에 위치한 상기 캡 어셈블리(112)는 상기 베이스(102) 상에 형성

된 결합부(128)에 결합되기 위해 제 1 보스(124), 제 2 보스(126), 제 1 락커(locker)(130) 그리고 제 2 락커(132)를 구비

한다. 상기 제 1 보스(124)는 상기 베이스(102) 상의 결합부(128)의 제 1 보스홀(134)에 삽입되어 스크류(140)에 의해 결

합된다.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락커(130, 132)는 홀(136, 138)에 각각 결합된다. 또한, 상기 제 2 보스(126)에는 도 5a

와 도 5b에서 가장 잘 도시된 바와 같이 크래들(113)이 결합된다. 상기 크래들(113)은 일면에 연장부(113a)를 구비하며

그 연장부(113a)에는 슬롯(142)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크래들(113)의 일측면에는 스프링(122)이 부착되고 상기 스프링

(122)의 일단은 상기 제 2 보스(126)의 외측 원주측면에 결합된다. 그럼, 상기 크래들(113)이 상기 캡 어셈블리(112) 상에

서 직선운동 가능하도록 결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크래들(113)을 캡(121)에 형성된 홀(121a)을 통해 삽입시켜 상

기 크래들(113)의 연장부(113a)의 슬롯(142)이 상기 제 2 보스의 홀(126a)과 일직선상에 위치되도록 하고, 즉 상기 제 2

보스의 홀(126a)이 위치된 지점의 상부 직선 방향에 상기 슬록(142)이 위치되도록 하고, 제 2 스크류(144)가 상기 슬롯

(142)을 지나 상기 제 2 보스의 홀(126a)에 결합되도록 하면 상기 슬롯(142)의 횡축 방향의 길이만큼 상기 크래들(113)은

직선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 상기 제 2 스크류(144)가 상기 슬롯(142)이 움직일 수 있도록 완전히 제 2

보스의 홀(126a)에 결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구성되는 크래들(113)은 직선운동 가능하면서 동시에 커버에 의해 푸시되

는 경우에도 스프링(122)에 의해 얼마든지 본래의 위치로 복원되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180도 스위블된 상태에서도 커버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첨필을 이용한 입력 방식을

한층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커버의 진동이 방지되므로 커버와 연결된 주변 장치의 내구성 역시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553677

- 4 -



청구항 1.

상면을 갖는 베이스와;

디스플레이 패널이 위치되는 제 1 면과 상기 제 1 면에 반대되는 제 2 면을 구비한 커버와;

상기 커버를 틸트시키기 위한 수평축과 상기 커버를 스위블시키기 위한 수직축이 일치되지 않고, 상기 커버의 상기 제 2

면이 상기 베이스와 상면과 마주보도록 놓이는 제 1 위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힌지 부재 및;

상기 베이스의 후단부에 대칭적으로 설치되고, 상기 커버가 상기 제 1 위치를 갖는 경우에 상기 베이스 상에서 상기 커버

의 상기 제 2 면을 지지하여 상기 커버의 진동을 방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은, 상기 힌지 부재의 양단에 결합되는 캡어셈블리들을 포함하되,

상기 캡어셈블리들 각각은, 상면과 측면을 갖고 상기 베이스에 결합되는 캡과;

상기 캡에 형성되고 스크류가 결합되는 홀을 구비한 보스와;

상기 스크류에 결합되는 일단에 직선운동가능하도록 슬롯이 형성되어, 상기 캡에/으로부터 삽입/돌출되는 크래들 및;

상기 스위치가 상기 캡으로부터 돌출되도록 하는 스프링을 포함하는 휴대용 컴퓨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의 제 2 면의 중앙부분에는 일정한 높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재치부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컴퓨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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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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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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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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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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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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