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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복수의 패널 및 메인 시스템을 갖는 휴대용 컴퓨터와; 후단 중심부
에 결합되는 회전부재를 갖고 상기 회전부재에 의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와의 중첩 및 상기 중첩된 휴대용 컴퓨터를 지점으
로 소정 각도 회전시 키며 키 패드를 갖는 키보드부와; 상기 키보드 및 휴대용 컴퓨터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거
치시켜 데스크 탑 형태로 책상이나 탁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닥킹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각각의 입력장치 즉, 스타일러스 팬 또는 키보드 등으로 입력장치를 전환시켜 데이터를 입력시킴과 동시에,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닥킹 스테이션에 거치시켜 데스크 탑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상기 휴
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상기 닥킹 스테이션을 소정각도 회전시킬 경우, 사용자의 작업상태나 작업위치 또는 특정장
소에 관계없이 사용목적에 맞게 화면모드가 전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6

색인어

휴대용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키보드, 스타일러스 펜, 닥킹 스테이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휴대용 컴퓨터가 결합되는 닥킹 스테이션의 사시도.

도 2는 종래의 착탈식 키보드 장치에 웹패드 장착 가능한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분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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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의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 실시 예에 따른 키보드가 중첩된 휴대용 컴퓨터의 사용 상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와 키보드부의 분해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 실시 예에 따른 회전부재와 키보드 결합부의 분해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 장치의 세부 구성을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도 9a, 9b는 본 발명 키보드부의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의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 키보드부에 있어 힌지 조립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분해도.

도 10은 본 발명 키보드부에 있어, 숫 커넥터부가 제 1 커넥터 커버에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 내지 도 14는 본 발명에 있어,휴대용 컴퓨터 본체를 열어서 키보드 입력모드 위치로 절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
면.

도 15는 본 발명에 있어, 프론트 케이스를 일부 절단한 상태에서 보호커버 착탈장치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16는 본 발명 닥킹 스테이션의 사시도.

도 17은 본 발명 닥킹 스테이션의 분해 사시도.

도 18 은 본 발명의 구성요소 중 크래들부의 분해 사시도.

도 19 는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웹 패드 거치대의 평면 및 저면 사시도.

도 20 은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거치대 리어커버의 평면 사시도.

도 21 은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회전 가이드 부재의 분해 사시도.

도 22 는 회전 가이드 부재를 통해 크래들부가 소정각도로 회전시키기 전(前) 상태.

도 23은 회전 가이드 부재를 통해 크래들부가 회전되는 상태.

도 24는 본 발명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모드가 전환되기 전(前)인 포트레이트 모드 상태.

도 25는 크래들부의 소정각도 회전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화면모드가 포트 레이트에서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
된 상태.

도 26은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컴퓨터 시스템 분리장치의 분해 사시도.

도 27은 컴퓨터 시스템 분리장치에 의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크래들부에서 분리되는 작용상태로서, 컴퓨터 시스템 분
리장치의 작동 전 상태.

도 28은 컴퓨터 시스템 분리장치의 작동에 의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체결하고 있는 체결부재의 체결력이 해제된 상태.

도 29는 컴퓨터 시스템 분리장치의 작동에 의해 체결부재의 체결력이 해제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탈리부재에 의해 분
리되는 상태.

도 30 은 본 발명의 구성요소 중 스텐드부의 분해 사시도.

도 31 은 스텐드부의 구성요소 중 스텐드 힌지부와 원통 힌지부를 확대한 확대 사시도.

도 32 은 스텐드부의 구성요소 중 확장기기 분리장치의 분해 사시도.

도 33 은 본 발명의 구성요소 중 아암부의 분해 사시도.

도 34 및 도 35는 스텐드부에 크래들부를 밀착시 아암부의 스위치 접촉홈에 의해 스텐드부의 슬라이딩 스위치가 스위칭되
어 스타일러스 팬의 쓰기 기능이 인식되도록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모드가 전환되는 작동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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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4는 크래들부에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상태.

도 35는 아암부 회전을 통해 스위치 접촉홈과 슬라이딩 스위치가 스위칭되어 스타일러스 팬의 쓰기 기능이 인식되도록 특
정 프로그램이 구동된 화면으로 전환된 상태.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휴대용 컴퓨터 200...스타일러스

300...키보드 장치 320...키패드

330...회전부재 335...키보드 디스크

343...숫 커넥터부 390...회전 감지 장치

391...데이터 입력모드 절환 스위치

400...닥킹 스테이션

410...크래들부 420...웹 패드 거치대

421...거치 플레이트 437... 오리엔테이션 스위치

450... 회전 가이드 부재 451... 회전 가이드 상판

500. 스텐드부 600. 아암부

700...컴퓨터 시스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웹 패드 기능과 노트북 기능이 조합되어 복수의 입력장치 즉, 스타일러
스 팬 또는 키보드 등 각각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된 신호가 시스템 본체를 거쳐 디스플레이부에 전송되어 화상이 형성되
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키보드 입력을 통해 휴대용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키
보드 입력장치를 포함한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스타일러스 팬의 입력을 통해 휴대용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부와 시스템 본체만이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책상이나 탁자 등에 올려놓고 편리하게 데이터 등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휴
대용 컴퓨터를 거치할 수 있는 닥킹 스테이션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닥킹 스테이션은 각 제조회사에서 제조된 휴대용
컴퓨터의 형태 또는 특수한 사용목적, 구동상태에 맞게 별도의 닥킹 스테이션을 설계 제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
에, 각각의 제조회사에서 제조된 닥킹 스테이션 구조의 경우 서로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와 같이 각 제조회사
에 의해 제조된 닥킹 스테이션 중 일예로, 일본 도시바에서 제조된 전자기기의 기능확장장치(특개평 5-189086호, 이하 닥
킹 스테이션이라 함)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일본 도시바에서 제조된 닥킹 스테이션은, 도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기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함)(1)가 장착
된 장착부(22)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휴대용 컴퓨터(1)의 기능을 확장한 확장수단(17)을 갖는 본체(16)와, 상기 확장수단
(17)에 접속된 상태에서 상기 본체(16)에 설치되고, 상기 장착부(22)에 장착된 컴퓨터 커넥터(12)가 착탈 가능하게 돌출
형성된 본체 커넥터(26)와, 상기 본체 커넥터(26)가 좌우 상하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컴퓨터 커넥
터(12)의 계탈 방향(전후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지지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본체(16) 내에는 상기 본체 장착부(22)에 장착된 휴대용 컴퓨터(1)를 분리시키기 위한 이젝트 기구(미도시)
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이젝터 기구는 도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본체 커넥터(26)의 좌/우측 하단부에 설치된 압박
레버(58)에 연결되어 있어, 상기 이젝터 기구의 조작 손잡이(60)를 X 방향으로 작동시킬 경우, 상기 이젝터 기구의 기구적
연동에 의한 압박 레버(58)가 작동하면서 상기 본체 장착부(22)에 장착된 휴대용 컴퓨터(1)가 본체(16)에서 분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체(16)와 휴대용 컴퓨터(1)와의 결합과정 및 분리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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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기 본체(16)에 휴대용 컴퓨터(1)를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상기 본체(16)에 휴대용 컴퓨터(1)를 결합시키기 위하여
상기 휴대용 컴퓨터(1)를 상기 본체(16)의 재치면(18)에 안치시킨 다음, 상기 재치면(18)의 좌/우측에 형성된 가이드 레일
(21a)(21b)을 통해 슬라이딩시키는데, 이 때 상기 컴퓨터 커넥터(12)는 본체 커넥터(26)와 정렬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상
태에서 상기 컴퓨터 커넥터(12)와 상기 본체 커넥터(26)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기 휴대용 컴퓨터(1)를 상기 본체
(16)의 커넥터(26)부분까지 밀어 상기 컴퓨터 커넥터(12)와 상기 본체 커넥터(26)와의 결합을 통한 상기 닥킹 스테이션이
상기 휴대용 컴퓨터(1)와 전기적으로 접속되게 된다.

또한, 본체(16)에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1)를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상기 본체(16)에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1)를 분리시키
기 위해 상기 본체(16) 일측면에 돌출 형성된 이젝터 기구의 조작 손잡이(60)를 X 방향으로 작동시킬 경우, 상기 이젝터 기
구의 기구적 연동에 의한 압박 레버(58)가 작동하면서 상기 본체 장착부(22)에 장착된 휴대용 컴퓨터(1)가 본체(16)에서
분리되게 되고, 원래 위치인 대기 위치 상태로 이동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닥킹 스테이션 구조의 경우, 단지 휴대용 컴퓨터(1)를 거치하고 상기 본체 커넥터(26)를 통해 휴대용 컴퓨
터(1)가 상기 닥킹 스테이션의 확장장치(기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있을 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구적 작
동에 의한 휴대용 컴퓨터(1)의 화면모드 즉, 포트레이트 또는 랜드 스케이프 모드 형태로 전환되는 화면전환모드 및 별도
의 입력장치(PDA 단말기의 입력장치인 스타일러스 팬)의 입력기능이 가능한 특정화면모드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이 전무
한 상태로서, 상기 닥킹 스테이션에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1)를 사용하는데 극히 제한적인 문제점도 있었다.

도 2는 종래의 착탈식 키보드 장치의 상태 도면이다.

도 2는 기존의 개인용 정보 단말기 혹은 웹패드등을 별도의 착탈식 키보드 장치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동중에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웹패드등은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문자등 데이터들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소프트웨어
로써 구현되어 스크린 상에 나타난 가상의 키보드를 탭핑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디스플레이 상에서 직접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쓰기 작업을 해야 하므로, 문자 입력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압력에 민감한 액정 디스플레이를 이용하
여 쓰기 작업에 의하여 문자를 기록하더라도 문자 인식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출한 종래의 착탈식 키보드 장치는, 키패드(811)의 상단부에 웹패드등을 연결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부(812)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의 인터페이스부(812)는 키패드를 덮는 덮게(813)와 일체로 형성되
어, 상기 덮게(813)의 일단부에 구비된 힌지를 지점으로 하여 회전되게 되어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착탈식 키보드 장치
는, 웹패드등을 상기의 인터페이스부(812)에 삽입하여 키패드(811)를 이용하여 문자등 데이터를 입력하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착탈식 키보드 장치는 키보드 장치의 커넥터부에 웹패드등을 연결하면, 상기의 키보드는 문자입력이 가능
한 모드로 무조건 전환되면서 문자등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키보드에는 항시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문
자입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소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키보드 덮게에 웹패드등을 장착하고 나
서 키보드 덮게를 덮으면 웹패드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웹 패드 기능과 노트북 기능이 조합되어 복수의 입력장치 즉, 스
타일러스 팬 또는 키보드 등 각각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된 신호가 시스템 본체를 거쳐 디스플레이부에 전송되어 화상이
형성되도록 함과 동시에, 시스템 본체와 키보드와의 회전시 센서의 접점에 따라 상기 시스템 본체로부터 상기 키보드로 전
원이 인가되어 상기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므로서, 종래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핫 플러그 방식을
통해 컴퓨터 본체로부터 인가된 전원이 키보드를 통해 계속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키보드 입력을 통해 휴대용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키보드 입력장치를 포함한 휴
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스타일러스 팬의 입력을 통해 휴대용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부와
시스템 본체만이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복합형 컴퓨터 즉, 상기 키보드가 결합된 시스템 본체를 경우에 따라 닥킹 스테이션에 거치시켜 데스크
탑 형태의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은, 시스템 본체와, 상기 시스템 본체로부터 전송된 신호에 의해 화면에 화상이 형성되는 디스플레
이부와, 입력장치인 키보드 장치와, 상호 연결된 상기 디스플레이부와 시스템 본체가 거치되는 닥킹 스테이션부로 구성된
본 발명의 복합형 컴퓨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바,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상세히 설명한다.

============ 이하 키보드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의 키보드 장치(300)는, 웹 패드로 사용되는 휴대용 컴퓨터(100)에
간단히 부착하므로써, 필요시 선택적으로 키보드를 이용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등의 입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키보
드가 부착된 상태라 할지라도 상기 키보드가 휴대용 컴퓨터(100)에 결합되어 접혀진 상태에서는 키보드를 통한 데이터 입
력이 제한되어 단순히 웹 패드의 기능만을 가능케 하므로써 키보드를 활성화(enable)한 상태에서 키입력을 대기하느라 소
요되던 종래의 전력소모가 없도록 하므로써 절전을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휴대용 컴퓨터(100)와 키보드 장치(300)의 결합방향을 정방향 및 역방향 모두 가능케 하므로써, 키입력을 하지 아니
하고 장시간 휴대/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발명의 키보드 장치(300)를 휴대용 컴퓨터(100)에 역방향으로 결합시켜 액
정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호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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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크래들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휴대용 컴퓨터를 거치시켜 데스크 탑 형태의 컴퓨터와 마찬가지
로 책상이나 탁자 등에서 데이터 등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상기 복합형 컴퓨터를 거치
한 상태에서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복합형 컴퓨터의 화면모드를 전환시키므로서, 사용자의 작업상태나 작업위치, 또는 특
정장소에 관계없이 상기 복합형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라 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되는 크래들부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크래들부를
지탱하는 스텐드부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크래들부를 지지하는 아암부로 구성된 본 발명인 휴대용 컴퓨
터의 닥킹 스테이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바,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은

스타일러스 및 외부 입력 장치에 대응하여 컴퓨터 기능의 수행 및 기능 수행 결과를 소정 크기의 화면에 표시하는 휴대용
컴퓨터와;

필요에 따라 상기 휴대용 컴퓨터에 탈/부착되고 부착시 배면 중심을 지점으로 180도 회전가능하도록 상기 휴대용 컴퓨터
와 중첩 결합된 키보드 장치와;

상기 키보드가 탈/부착된 휴대용 컴퓨터를 일정 높이에서 지지하고 지지된 상태에서 화면 모드를 랜드스케프 또는 포트레
이트 모드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닥킹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키보드 장치에는, 서로 대향되게 결합되는 프론트 케이스와 리어 케이스로 이루어진 키보드 케이스와; 상기
키보드 케이스 하부에 장착되는 데이터 입력수단인 키패드와; 상기 키보드 케이스를 지점으로 하여 웹패드가 소정각도로
회전되도록 상기 키보드 케이스 상부에 설치되는 회전부재와; 상기 키패드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상기 웹패드로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키패드와 상기 웹패드를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 숫 커넥터부와; 상기 키보드 장치가 상기 웹패드 측면과 결착
시 상기 키보드 장치가 상기 웹패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상기 회전부재 일측에 형성된 키보드 결합돌기로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회전부재는, 상기 프론트 케이스의 배면에 놓여지는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와; 상기 상부 회전 가이드부
재의 배면에 형성된 안내 가이드 레일을 따라 회전 가능토록 결합되는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와; 상기 상부 회전 가이드부
재와 상기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를 상기 프론트 케이스의 배면에 형성된 보스에 나사로 결합시키며, 전면의 일정위치에 데
이터 입력모드 절환 스위치를 구비한 하부 회전 가이드부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닥킹 스테이션은 키보드가 탈/부착되는 휴대용 컴퓨터가 거치되는 크래들부와; 무게 중심 플레이트를 통해 상
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크래들부의 무게를 지탱하는 스텐드부와; 상기 크래들부 저면 및 상기 스텐드부 상단에
각각 결합되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크래들부를 지지하는 아암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크래들부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안치되는 웹 패드 거치대와; 상기 웹 패드 거치대의 배면에 고
정되는 거치대 리어커버와; 상기 웹 패드 거치대 및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의 소정위치에 각각 형성된 관통홀에 삽착 고정
되며,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상기 웹 패드 거치대에 안착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소정각도로 회전(원주방향)
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회전 가이드 부재와;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 내측에 고정되며, 분리 손잡이에 작용된 외
부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단 캠 운동을 통해 상기 웹 패드 거치대에 착설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탈리시켜 상호 분리
되도록 하는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웹 패드 거치대는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의 가이드 상판이 삽착될 수 있도록 중앙에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면착되는 사각판상의 거치 플레이트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 거치 플
레이트에 거치될 수 있도록 일정높이로 플레이트 외주변에 다수 형성된 거치 홀더부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저면에
삽착되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 거치 플레이트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 돌기부
와; 상기 고정 돌기부 내측에 삽착 고정되며, 디스크 드라이브(확장기기)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저면의 드라이브 소켓과 결합되는 드라이브 커넥터와; 상기 웹 패드 거치대에 거치된 휴
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를 통해 소정각도 이상으로 회전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상기 거치 플레이트 배
면의 관통홀 외주면에 소정각도로 이격 형성된 각도 제한 돌기부와; 상기 거치 플레이트 배면의 관통홀 외주면에 고정되
며, 상기 거치 플레이트의 회전에 의해 스위칭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모드를 포트레이트 또는 랜드 스케이
프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오리엔테이션 스위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 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설명의 편의를 위해 세로 방향이 가로 방향 보다 긴 포트레이트 방향을 디폴트 모드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프런트 커버(110)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리어 커버(210)는 마그네슘 재질로 하여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의 방열성을 증대
시키고, 아울러 기기의 경량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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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프런트 커버(110)는 내부가 개방된 구조를 갖고 전면 외측 둘레면으로 투명 패널 삽입홈(111a)이 형성되어, 전면으
로 투명 패널(120)을 부착시키고, 내부에 LCD 패널(122) 및 디지타이저 패널(126)이 결합된다.

리어 커버(210)에는 시스템 구동을 위한 시스템 본체(HDD, 메인보드 등) 및 배터리 착탈장치(265) 및 HDD 착탈장치
(250), 스타일러스(200)가 수납되는 스타일러스 홀더(220), 그리고 각 종 기능 제어를 위한 버튼(242,243) 및 전원스위치
(230)가 결합된다.

여기서, 상기 프런트 커버(110)에 실장되는 전면 투명 패널(120)과 LCD 패널(122)은 먼지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크리닝 룸(cleaning room)에서 투명 패널(120)과 LCD 패널(122)의 결합 공정을 수행한다.

프런트 커버의 구성요소 결합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투명 패널(120)은 소정의 강도를 갖는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지며, 프런트 커버(110)의 전면의
투명패널 삽입홈(111a)에 부착된다. 실시 예로서, 부착부재는 양면 테이프 등이 해당된다. 상기 양면 테이프(121)는 가로
대비 세로의 폭이 다른 띠 모양을 이루며, 투명 패널(120)의 저면 외측 테두리 면에 먼저 부착되고, 양면 테이프(121)가 부
착된 투명 패널(120)은 프런트 커버(110)의 전면 외측 둘레면에 형성된 투명 패널 삽입홈(111a)에 부착되어 고정된다. 이
로써, 투명 패널(120)은 프런트 커버(110)에 별도의 나사 체결 없이 밀착 고정하게 된다.

그리고, LCD 패널을 지지하기 위한 외주변 프레임(123)의 좌/우측으로는 고정 프레임(124)을 나사(101)로 체결해 준다.
즉, 외주변 프레임(123)의 좌/우측 모서리에 형성된 나사구멍과 고정 프레임(124)의 나사구멍(102)을 정렬시킨 후 LCD
패널(122)의 전면에서 후면 방향으로 나사(101)를 이용하여 체결하여 준다.

이러한 LCD 패널(122)과 외주변 프레임(123) 사이에 띠 모양의 밀봉부재(gasket:125)를 부착시키고, 프런트 커버(110)
에 밀착시키면 LCD 패널(122)에 부착된 밀봉부재(125)는 상기 투명 패널(120)의 테두리에 부착된 양면 테이프(121)에
부착된다. 그리고, 고정 프레임(124)의 상/하에 가공된 나사구멍(102)을 통해서 나사(101)로 프런트 커버(110)의 보스(미
도시)에 체결하여 줌으로써, LCD 패널(122)을 프런트 커버(110)에 고정시켜 준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121)는 외부 영역으로는 투명 패널과 상기 투명 패널 삽입홈(111a)을 일체화시켜 고정하고, 내부 영
역으로는 투명 패널(120)과와 밀봉부재(125)가 부착된다.

이와 같이, LCD 패널(122)은 화면부가 소정 두께를 갖는 밀봉부재(125), 양면 테이프(121), 투명 패널(120)에 의해 밀봉
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타이저 패널(126)을 LCD 패널의 배면으로 적층시켜 주기 위해 프레임(123, 124)에 형성된 나사구멍(102)을
통해서 나사(101)로 체결하여 줌으로써, LCD 패널(122)과 디지타이저 패널(126)이 적층되어 결합된다. 이러한 LCD 체결
구조는 LCD 패널(122)을 일차로 내부에서 프레임으로 지지한 후, 내부 보스에 체결함으로써, 나사 체결 구조가 프런트 커
버(110)의 전면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프런트 커버(110)의 전면으로 투명 패널(120)을 결합하기 때문에, LCD 패널(122)에 외부 충격을 분산시켜 전달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면 테이프(121), 밀봉부재(125)가 외부 충격에 대해 소정의 완충 작용을 하여 패널에 전달되는 충
격을 최소화한다. 또한 LCD 패널(122)의 전면 및 측면 부위에서 LCD 패널(122)의 표시 부분을 밀봉해 줌으로써, 이물질
의 유입을 차단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프런트 커버(110)에 결합되는 이종의 디스플레이상기 패널들(122,126)을 배면 중심부를 “L” 자 형태로 지지해
주는 지지부재(미도시)를 프런트 커버(110)에 나사(101)로 체결해 준다. 이로써, 패널 체결 작업은 완료된다.

그리고, LCD 패널(122)의 구동을 위한 인버터 회로기판과 인버터 케이블을 접속시키고, LCD 인버터 회로기판 및 디지타
이저 제어기판을 디지타이저 패널(126) 배면에 위치 및 결합시킨다. 또한 LCD 패널(122) 및 디지타이저 패널(126)에는
상부 내측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적정 전압을 각각 공급해 주며, 인버터에 전기적으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주 배터리
의 교체시에나 배터리의 용량 부족시 시스템의 정보 손실을 막는 등의 최소한의 작업을 위해 시스템에 수초에서 수분간 전
원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결합과정을 마친 프런트 커버(110)는 리어 커버(210)와 결합되는데, 상기 리어 커버(210)에는 메인보드
(180), 상기 메인보드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HDD 및 배터리가 함께 결합된다. 상기 HDD는 HDD 착탈장치(250) 및 배터리
는 배터리 착탈장치(265)에 각각 결합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휴대용 컴퓨터(또는 웹패드)(100)의 단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즉, 프런트 커버 내부를 보
면 전면으로 LCD 패널은 전면으로 강화 유리가 소정 간격 이격되어 결합되고, 측면으로 양면 테이프와 부직포 개스킷이
놓이기 때문에 전면 및 측면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로 결합됨으로써, 전 방향으로의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휴대용 컴퓨터(100)에는 LCD 패널(121)과 디지타이저 패널(122), 그리고 시스템 운용을 위한 메인보드(180)가 하나의
패드 내부에 결합되고, 입력 수단으로서 스타일러스를 구비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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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100) 단독으로 휴대하면서 스타일러스(200)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키보드를
휴대용 컴퓨터(100)에 장착시켜 필요시 키보드 및 마우스와 스타일러스(200)를 이용하여 입력함으로써, 사용자가 간단한
문서의 편집 및 웹을 액세스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타일러스(200)를 이용하여 휴대용 컴퓨터(100)에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
를 입력하거나 특정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스타일러스(200)를 이용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
를 입력하거나 특정 메뉴를 선택시에는 상기 스타일러스(200)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신호(RF signal)에 대응하는 디지타이
저 패널(122)의 좌표를 디지타이저 제어부에서 해독한 후, 메인보드(180)로 전달해 준다. 그러면 메인보드(180)가 상기
입력된 정보에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게 된다. 또한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키 신호를
입력하면, USB 포트 및 키보드 커넥터를 통해서 입력된 키 신호는 USB 버스를 통해서 중앙 처리부에 전달된다. 중앙 처리
부는 상기 키 신호에 응답하여 LCD 패널(121)에 표시해 준다.

이러한 휴대용 컴퓨터(100)만을 이용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화면 모드로 디스플레이 정보를 변경하면, 화면 모드가 포
트레이트 모드 또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변경된다. 즉, 디스플레이 정보에서 1024*768로 선택 또는 768*1024로 선택할
경우 해당 화면모드로 디스플레이 상태가 변경된다.

이와 같이 프런트 커버와 리어 커버 분리시켜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커버의 분해 및 부품 교체 작업이 용
이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가 책상 등에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를 도킹 스테이션과 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휴대용 컴퓨터를 도킹 스
테이션에 거치하여 경사 각도에 따라 두 가지의 모드로 동작하고, 또한 경사 각도에 따라 랜드스케이프 모드(landscape
mode)와 포트레이트 모드(Portrait mode)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LCD 모니터 경사 각도가 어느 정도(예컨대, 30도 이상) 있을 때를 제 1 모드로 하고, 경사 각도가 거의 없을 때를
제 2모드로 칭하고, 휴대용 컴퓨터 상의 LCD 화면을 가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 3모드로 하고, 세로 방향으로 사
용하는 경우를 제 4모드로 칭한다.

제 1모드는 도킹 스테이션에 휴대용 컴퓨터를 결합하여 일정 경사 각도에서 단순하게 모니터 기능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때에는 제 3모드와 제 4모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 1모드와 제 3모드의 이용시에는 일정 경사 각도에서 LCD 모니터를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사용할 때이고, 제 2모드와
제 4모드의 이용시에는 일정 경사 각도에서 LCD 모니터를 포트레이트 모드로 사용할 때이다.

제 2모드는 도킹 스테이션에 결합한 상태이나, LCD 모니터의 경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스타일러스 펜 등으로 LCD
화면에 직접 입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를 위해서, 제 2모드와 제 3모드의 이용시에는 LCD 모니터의 경사가 거
의 없는 상태에서 LCD 화면을 랜드 스케이스프 모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 2 모드와 제 4모드의 이용시에는 LCD 모니
터의 경사 각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LCD 화면을 포트 레이트 모드로 이용하게 한 것이다. 화면 표시 모드의 디폴트는 포
트레이트 모드이다.

이러한 모드의 절환을 위해서는 두 개의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서 USB 포트로 입력받는다. 두 개
의 스위치는 경사 각도 유무를 인식하기 위한 슬라이드 스위치(Slide S/W)와, LCD 화면 모드를 인식하기 위한 오리엔테이
션 스위치(Orientation S/W)로 구성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화면 모드＼스위치  오리엔테이션 S/W  슬라이드 S/W
 포트레이트 모드  0  0
 포트레이트 모드  0  1

 랜드스케이프 모드  1  0
 랜드스케이프 모드  1  1

그리고, 키보드 장치의 장착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랩팝(laptop) 신호를 펌웨어부에서 감지하여, 키보드 장치에서 입력 신
호를 USB로 변환하여, 휴대용 컴퓨터에 전달하면,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인식하고 입력되
는 신호에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도 5 내지 도 15는 본 발명 휴대용 컴퓨터와 키보드의 착탈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키보드 장치(30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대향되게 결합되는 프론트 케이스(311)와 리어 케이스(312)로
이루어진 키보드 케이스(310)와, 상기 키보드 케이스 내에 장착되는 데이터 입력수단인 키패드(320)와. 상기 키보드 케이
스가 시스템 본체와 소정각도로 회전되게 하는 회전부재(330)와, 상기 키 패드(320)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상기 휴대용 컴
퓨터(100)로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키패드(320)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를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 숫 커넥터부(343)
와, 상기 키보드 장치(300)가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 저면과 결착시 상기 키보드 장치가 상기 시스템 본체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상기 회전부재(330) 일측에 형성된 키보드 결합돌기(36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휴대용 컴퓨터(100)을 키보드 장치(300)의 상부에 위치시킨 후, 상기 회전부재(330)의 전 방향
에서 후 방향으로 밀쳐서 결합하면 도 5의 (a)와 같이 하부에 키보드 장치(300)이 위치하고 상부에 휴대용 컴퓨터(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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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되는 구조로 결합된다. 이때, 키보드 장치(300)을 사용하려고 할 때 회전부재(330)을 이용하여 키보드 장치(300)을
지점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도 5의 (b)와 같이 키보드 장치(330) 상에 일정 경사각도를 갖고 디스플레이부가 전면에 위치
한 상태로 된다.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도 5의 (a)와 같이 사용할 때에는 포트레이트(portrait) 또는 랜드스케이프
(landscape) 모드를 모두 제공하며, 도 5의 (b)와 같이 사용할 때에는 키보드 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모
드이므로 랜드스케이프 모드만이 제공된다.

이러한 본원발명은 도 5 및 도 6를 참조하면, 휴대용 컴퓨터(100) 내부에 복수개의 디스플레이 패널 및 휴대용 컴퓨터를
일체로 갖고, 후단 중심부에 결합되는 회전부재(330)에 의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와 키보드 장치(300)을 중첩시키고,
상기 중첩된 휴대용 컴퓨터(100)를 키보드 장치(300) 지점을 기준으로 소정 각도 회전시키며 키 패드(320)를 사용 가능케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700)에 키보드 장치(300)가 결합, 중첩된 상태에서는 스타일러스(200)을 입력장치로 하고, 키보드 장치
(300)를 지점으로 휴대용 컴퓨터(100)를 소정 각도로 회전시킬 경우 스타일러스(200)와 더블어, 키보드 장치(300)로 전
환되면서 종래 노트북과 같이 책상이나 탁자 등에 올려놓고 많은 양의 데이터 등을 입력시킬 수 있다.

이러한 휴대용 컴퓨터(100)는 첫 번째로 스타일러스(200)으로 입력할 수 있어, 펜으로 문자를 라이팅하여 입력하거나, 화
면상에 제공되는 키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다. 더블어, 화면의 특정 위치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마우스 기능도 가지
고 있다.

두 번째는, 포트레이트 모드를 기본 표시 모드로 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정보를 변경하면,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화면 종/횡비를 변경하여, 포트레이트 모드 또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전환시켜 사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고속 통신 모듈(IEEE802.11a, IEEE802.11b)을 내장하여, 고속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음성 인식 모듈이 내장되어, 음성 명령 및 음성 웹 브라우징이 가능하다.

다 섯번째는 휴대용 컴퓨터(100)와 키보드 장치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고, 컴퓨터 배면으로 키보드를 평행하게 중첩 결
합시키고, 상기 키보드를 지점으로 휴대용 컴퓨터(100)를 회전시켜 키보드 평면에서 일정 경사 각도를 갖고 휴대용 컴퓨
터(10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입력 장치로서 스타일러스(200) 뿐만 아니라 키보드 및 마우스도 함께 이용할 수
도 있도록 한다. 휴대용 컴퓨터(100)와 키보드 장치를 중첩 결합시켜 휴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도 7은 키보드 장치와 휴대용 컴퓨터의 회전 및 인터페이스 구조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의 키보드 탈착장치는, 키보드 케이스(310)가 웹패드등과 같은 휴대용 컴퓨터
(100)와 소정각도로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되 상기의 회전작동에 의하여 펜 입력모드로부터 키보드를 이용한 키보드 입력
모드로 절환 되도록 하는 회전부재(330)와 상기 키패드(320)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로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키패드(320)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를 상호 연결시키는 숫 커넥터부(343)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100)와
결합되되 장기간 키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결합되는 키보드 장치(300)를 이용하여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의
디스플레이부를 보호 가능하도록 결합시키는 키보드 결합돌기(360)를 구비한 것 등이 특징이며, 상기의 키보드 케이스
(310) 일측에는 고정돌기부 삽착홀(313)이 형성되는데 이는 시스템 본체와 키보드 장치가 결합된 상태에서 외부 확장장치
인 닥킹시스템에 결합되는 때에 상기 닥킹시스템의 커넥터측과 시스템 본체측이 상호 결합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키보드 케이스(310)의 또 다른 일측에는 확장장치인 크래들부(410)과 결합시, 상기의 크래들부(410)와 휴
대용 컴퓨터(100)간에 결합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웹패드 안착돌기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착돌기 통
과홈(314)을 다수개 구비한다.

또한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는 일측면에는 디스플레이면을 구비하고 배면은 밧데리 커버(미도시)등이 부착되는 면으
로 되어 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면과 배면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측면부이며, 특히 이들중 후방의 일측면은 상기의 키보
드 장치(300)를 결합하기 위한 키보드 결합돌기 삽착구(미도시)가 다수개 형성되어 있다.

상기 키보드 결합돌기 삽착구를 통하여 키보드 장치(300)의 숫 커넥터부(343)와 키보드 결합돌기(360)가 삽입 고정되는
데, 키보드 장치(300)를 휴대용 컴퓨터(100)에 결합할 때에는 상기의 키보드 결합돌기(360)는 상기의 키보드 결합돌기 삽
착구를 통과한 후, 제1 프레임(155)의 끝단에 있는 걸림돌기 착탈편에 걸리게 된다.

또한 상기 키보드 결합돌기(360)의 인접한 곳에는 역삽 방지 돌기(360a)를 1개 형성시키고, 휴대용 컴퓨터(100)의 대향되
는 위치에는 상기의 역삽 방지 돌기(360a)가 통과할 수 있는 홈(미도시)을 1개소 형성시키는데, 이러므로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의 디스플레이면이 항상 외부로 향하여 결합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의 배면이
외부로 향하도록 조립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역삽 방지를 적용치 않을 경우에는, 상기의 역삽 방지 돌기(360a)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의 디스플레이면이 외부로 나타나도록 조립될 수도 있고, 역으로 상기의 디스플레이면
이 키보드 장치를 향하여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의 배면이 외부로 나타나도록 조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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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키보드 장치(300)를 지점으로 하여 휴대용 컴퓨터(100)를 소정 각도 회전하도록 하
기 위하여서는, 특별히 회전 부재(330)가 사용되며, 이때 상기의 회전부재(330)는 바람직하게는 프론트 케이스(311)의 배
면에 회전 가능토록 고정되게 되는데, 상기의 회전부재(330)는 상기 프론트 케이스(311)의 배면에 놓여지는 상부 회전 가
이드부재(331)와;

상기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331)의 배면에 형성된 안내 가이드 레일(331a)을 따라 회전 가능토록 결합되는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와;

상기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331)와 상기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를 상기 프론트 케이스(311)의 배면에 형성된 보스에
나사로 체결/결합시키며, 전면의 일정위치에 데이터 입력모드 절환 스위치(333)를 구비한 하부 회전 가이드부재(334)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상기의 안내 가이드 레일(331a)은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331)의 배면에 형성되되 동심원 형상의 돌출된 형태의 가
이드 면으로서, 이는 상기의 하부 회전 가이드부재(334)의 윗면에 형성된 가이드 면과 서로 접촉된 상태에서 상대 회전운
동이 가능토록 결합된다. 상기의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331)의 소정의 위치에는 상기의 프론트 케이스(311)의 배면에 형
성된 보스가 관통되며 상기 보스에 지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관통홀(331a)이 형성되어 있다.

도 9a는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의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9b는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를 기능별로 간략히 분해한 것
을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 9c는 힌지 조립체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분해도이다.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331)의 배면에 형성된 안내 가이드 레일을 따라 회전 가능토록 결합되는 키
보드 디스크 조립체(332)는, 상기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의 배면에 형성된 안내 가이드 레일을 따라 회전하며, 배면에는 회
전에 따라서 데이터 입력모드 절환 스위치(333)를 접촉하도록 하는 돌기부(335a)를 구비한 키보드 디스크(335)와;

상기 키보드 디스크(335)에 나사 체결되는 힌지 프레임(336)과;

상기 힌지 프레임의 일측에서 일정 각도 회전 가능토록 결합되는 힌지 조립체(337)로 이루어 진다.

여기서 상기의 힌지 조립체(337)는, 제 1 커넥터 커버(338)와;

상기 제 1 커넥터 커버(338)에 대향되게 조립되는 제 2 커넥터 커버(339)와;

상기 제 2 커넥터 커버(339)가 상기 제 1 커넥터 커버(338)에 결합될 때 이들 조립체 사이에 위치하며 대략 양 끝단에 나
사로써 체결되는 제 1 힌지(340) 및 제 2 힌지(341)와;

상기의 제 1 및 제 2 힌지(340,341)를 상기 힌지 프레임(336)에 나사 체결 시킴과 동시에 덮게 역할을 하는 힌지 커버
(342)로 구성된다.

이들의 결합상태를 살펴보면, 상기 키보드 디스크(335)의 상단에는 힌지 프레임(336)이 얹혀져서 나사로 체결되며, 상기
힌지 프레임(336)의 상단부 끝단에는 본 발명에 따른 키보트 장치(300)와 휴대용 컴퓨터(100)간에 일정한 범위의 각도에
서 회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힌지 조립체(337)가 결합된다.

상기의 힌지 조립체(337)의 제 1 컨넥터 커버(338)와 제 2 컨넥터 커버(339)는 대향되는 상태에서 나사에 의하여 상호간
에 결합되고, 상기 나사 결합후 나사의 머리부를 포함한 일정 범위를 덮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고무재질의 범퍼
(344)를 접착처리 한다.

또한 상기 힌지 조립체(337)의 대략 중앙부에는, 키보드 장치(300)로부터의 입력신호를 휴대용 컴퓨터(100)로 접속/전달
시키기 위한 숫 커넥터부(343)가 구비된다. 상기의 숫 커넥터부(343)는 상기 제 1 커넥터 커버(338)의 배면으로부터 숫
커넥터 홀(345)을 통과하여 전면방향으로 숫 커넥터(346)가 향하도록 나사로써 조립되는데, 상기의 숫 커넥터는 소형의
보조 인쇄회로기판(347)상에 납땜이 되어 있으며, 상기 보조 인쇄회로기판(347) 일측에는 키보드 장치(300)로부터의 입
력 신호를 휴대용 컴퓨터(100)에 전달하기 위한 신호 케이블(348)이 연결되어 있다. 상기의 보조 인쇄회로기판(347)은 별
도의 판 스프링(349)에 의하여 탄성 지지된 상태에서 상기 제 1 커넥터 커버(338)의 배면에 형성된 보스에 나사로써 조립/
고정된다.

이때 상기 숫 커넥터(346)는 상기 제 1 커넥터 커버(338)에 조립/고정됨에 있으며 상/하/좌/우 방향으로의 유동이 가능토
록 되어 있는데, 이는 상기의 키보드 장치(300)가 휴대용 컴퓨터(100)와 결합될 때의 결합의 용이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
라, 숫 커넥터(346)와 상대부품인 암 커넥터와의 결합 동작시 각각의 커넥터의 손상을 방지코자, 상호간의 결합시 서로간
의 결합되는 대향면 간에 가이드 되면서 조립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기의 신호 케이블(348)의 타단은 상기 키보드 디스크(335)상에 형성된 케이블 가이드홈(335e)에 가이드 되면서
상기 키보드 디스크(335)의 대략 중앙에 형성된 케이블 관통홀(335d)을 통과하여 키보드 장치내의 인쇄 회로 기판(미도
시)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키보드 디스크(335)의 배면 일정위치에는 제1, 2 돌기부(335a, b)가 형성되어, 이들 돌기부는 상기 하부 회
전 가이드 부재(334)의 상측 대향되는 위치에 고정되는 데이터 입력모드 절환스위치(333)이 절환 레버를 작동시켜, 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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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모드와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입력모드로의 절환이 이루어 지게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키로
한다. 또한 상기의 데이터 입력모드 절환스위치(333)는 상기 키보드 장치의 인쇄회로기판(미도시)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상기의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는 상부 회전 가이드 부재(331)와 가이드 홈에 의해 상호 회전 가능토록 결합된
후,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에 의하여 나사 체결되어 상기 프론트 케이스(311)의 배면에 고정되고, 상기의 프론트 케
이스(311)는 나사에 의하여 리어 케이스(312)와 체결된다.

도 11 내지 도 15는 키보드 지점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회전시켜 주기 위한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키보드 장치(300)와 휴대용 컴퓨터(100)가 결합된 상태에서 휴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어도
상호 록킹되어 있는 키보드 장치(300)를 열려고 하는 때에는 상기의 키보드 개폐버튼(371)을 작동하여 키보드 장치(300)
의 힌지 조립체(337)를 지점으로 휴대용 컴퓨터(100)를 열게된다.

이때에는 휴대용 컴퓨터(100)에 구비된 디스플레이부가 아닌 배면이 사용자를 향하게 되므로,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
에 구비된 디스플레이부를 사용자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도 12 내지 도 14와 같이 회전시켜 위치를 고정시켜야 된다.

여기서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100)의 회전은, 상기의 키보드 케이스(310)상에서 회전 가능하게 결
합되어 있는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와의 연동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키보드 장치(300)로부터 열려진 휴대용 컴퓨터(100)를 사용자의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하여는, 상기의 키보드 장치(300)
가 책상등에 놓여진 상태에서 상기의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의 회전방향을 따라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를 회전시
키는데 이때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를 대략 180도 가량 회전시키면 된다.

반면에 키보드 장치(300)와 휴대용 컴퓨터(100)가 결합된 채로 휴대중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제품은 단지 휴
대용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수행케 되는데, 이는 키패드(320)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키패드(320)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상기와 같이 키보드 장치(300)와 휴대용 컴퓨터(100)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키보드를 통한 데이터의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본체의 제어부가 제어하기 때문이다.

도 14은 회전감지 장치의 주요구성 부품을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 14을 참조하면, 키보드 개폐버튼(371)을 작동하여 키보드 장치(300)의 힌지 조립체(337)를 지점으로 휴대용 컴퓨터
(100)를 열고 나서,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의 회전방향을 따라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를 대략 180도 가량 회전시
키면, 상기 회전부재 내에 구비된 회전 감지 장치(390)에 의하여 상기의 시스템 본체는 키보드에 의한 데이터의 입력이 가
능한 키보드 입력 모드로 전환되게 되는데, 상기의 회전 감지 장치(390)의 구성요소와 회전감지 장치의 작동을 상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같다.

상기의 회전감지 장치(390)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어 케이스(312)의 배면에 고정되며, 상기 리어 케이스(312)를
향하는 전면의 일정위치에 고정되는 데이터 입력모드 절환 스위치(391)를 구비한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와; 상기의
리어 케이스(312)와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의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에 형성된 가이드
홈을 따라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고, 시스템 본체와 결합되어 일정각도 회전하면 상기의 데이터 입력모드 절환 스위치
(391)를 접촉시켜 스위칭 신호를 발생토록 하는 돌기부(335a)를 구비한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와; 상기의 데이터 입
력모드 절환 스위치(391)의 스위칭 신호를 휴대용 컴퓨터(100)로 전달하는 숫 커넥터부(343)로 이루어 진다.

키보드 개폐버튼(371)을 작동하여 키보드 장치(300)의 제1, 제2 힌지(340,341)를 지점으로 휴대용 컴퓨터(100)를 열고
서,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332)의 회전방향을 따라 상기의 휴대용 컴퓨터(100)를 대략 180도 가량 회전시키면, 상기 회전
감지 장치(390)의 돌기부(335a)와 데이터 입력모드 절환 스위치(391)의 접촉에 의해 스위칭 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상기
의 스위칭 신호는 상기의 숫 커넥터부를 통하여 휴대용 컴퓨터(100)의 제어부(미도시)에 전달된다. 상기의 스위칭 신호에
의하여 상기의 시스템 본체는 비로소 키보드에 의한 데이터의 입력이 가능한 키보드 입력 모드로 절환되게 된다.

또한, 상기의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 상측면의 일측에는 멈춤 스프링(335c)이 지지/고정 되는데 상기의 키보드 조립
체가 180도 회전함에 따라서, 바람직하게는 2개소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의 멈춤 스프링(335c)은 각각 상기의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상(동심원상)에 고정되되 이들은 서로간에 180도를 유지하며 고정된다.
그리고 상기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 상측면에 고정된 멈춤 스프링(335c)에 대향되게 키보드 디스크(335)의 배면에
는 제2 돌기부(335b)가 돌출되게 형성된다.

상기의 멈춤 스프링(335c)과 제2 돌기부(335b)의 작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본체부를 상기의 키보드 장치에서 180도 회
전시키게 되는데, 이때 키보드 디스크(335)와 하부 회전 가이드 부재(334)의 상대운동에 따라서 상기의 멈춤 스프링
(335c)의 안착홈에 상기의 제2 돌기부(335b)의 돌출부가 지나면서 걸리게 되고 이때에는 "딸각"하는 클릭음과 클릭감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때의 감각에 의하여 180도 회전이 되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다.

도 15는 프론트 케이스를 일부 절단한 상태에서 보호커버 착탈장치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시스템 본체를 본 발명인 휴대용 컴퓨터의 키보드 장치와 결합하여 이동중에 휴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히 외부와의 접촉에 의하여 본체에 흠집이 생기기 쉬우며 특히 디스플레이면에 이러한 흠집이 생기면 사용
상 많은 불편이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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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본체상의 디스플레이면측의 표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호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의 키보드 케이스(310) 후방 측면부에는 상기 키보드 장치(300)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를
결합하여 닫은채로 이동하고자 할 때 상기 휴대용 컴퓨터(100)상의 보호 유리면을 덮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보호커버 착탈 장치(380)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의 보호커버 착탈 장치(380)는, 리어 케이스(312)에서 슬라이딩 되며 작동하는 보호커버 착탈 버튼(381)과; 상기의
보호커버 착탈 버튼에 의하여 연동되는 연동 레버(382)와; 상기의 연동레버에 연동되어 작동하며 일측면에 보호커버가 걸
리도록 하는 걸림면을 갖는 걸림 버튼(383)으로 이루어 진다.

상기의 보호커버 착탈 버튼(381)은 복귀용 스프링(384)에 탄성 지지되어 작동후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보호커버 착탈 장치(380)에는 휴대용 컴퓨터(100)의 일측면을 이루는 디스플레이부의 보
호 유리면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385)가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휴대용 컴퓨터(100)를
휴대코자 할 경우에는 보호커버(385)의 일단에 구비된 걸림부(386)를 상기 키보드 케이스(310)에 형성된 걸림홈(315)을
통하여 삽입하면 상기의 걸림부(386)가 상기 걸림버튼(383)에 걸리게 된다. 반대로 사용자가 상기의 보호 커버(385)를 벗
기어 내려면 상기의 보호커버 착탈 버튼(381)을 반대방향으로 밀어서 상기 걸림부(386)를 상기의 걸림버튼(383)으로부터
해제하여 벗겨내면 된다. 이때 당겼던 걸림버튼(383)을 놓으면 복귀용 스프링(384)의 탄성에 의하여 걸림버튼(383)은 제
자리로 복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휴대용 컴퓨터 기능과 일반 노트북 피씨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복합형의 휴대용 컴퓨터에 사용 하기에 적합한 키
보드 장치로서, 시스템 본체에 쉽게 부착하여 특히 필요시에만 선택적으로 텍스트 또는 데이터 등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키보드를 탈거시킬 수 있어서 이동시 휴대가 용이하도록 하는 컴
퓨터 시스템이다.

한편, 상술한 휴대용 컴퓨터 또는 키보드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닥킹 스테이션에 결합시켜, 데스크 탑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 예로서 도 16 내지 35에 제시하고자 한다.

즉, 닥킹 스테이션은 키보드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하, 컴퓨터 시스템이라 함)를 거치시켜 데스크 탑 형태로 책
상이나 탁자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도 16 및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되는 크래
들부(410)와;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를 통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거치된 크래들부(410)의 무게를 지탱
하는 스텐드부(500)와; 상기 크래들부(410) 저면 및 상기 스텐드부(500) 상단에 각각 결합되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
템(700)이 거치된 크래들부(410)를 지지하는 아암부(600)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닥킹 스테이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닥킹 스테이션(400)은, 키보드(300)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100)를 거치시켜 데스크 탑 형태로 책상이나 탁자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며, 특히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상기 컴퓨터 시스템(또는 복합형 컴퓨터)(700)을 거치한 상태
에서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컴퓨터 시스템(700)의 화면모드를 전환시키므로서, 사용자의 작업상태나 작업위치, 또는 특
정장소에 관계없이 상기 컴퓨터 시스템(700)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선 본 발명의 닥킹 스테이션(400)에 거치되는
컴퓨터 시스템(700)의 구성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 또한, 상기와 같이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을 데스크 탑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크래들부(410), 스텐드부(500), 아암부(600)로 이루어진 닥킹 스테이션(400)에 거치시키는데, 이에 대한 상기 닥킹 스테
이션(400)의 세부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8 은 본 발명의 구성요소 중 크래들부의 분해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고, 도 19는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웹 패드 거치
대의 평면 및 저면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며, 도 20 은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거치대 리어커버의 평면 사시도를 나타낸 것
이다. 또한, 도 21 은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회전 가이드 부재의 분해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크래들부(410)는, 도 18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안치되는 웹 패드 거치대(420)와;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의 배면에 고정되는 거치대 리어커버(440)와;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 및 상기 거치대 리어커
버(440)의 소정위치에 각각 형성된 관통홀(422)(442)에 삽착 고정되며,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상기 웹 패드 거치대
(420)에 착설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소정각도로 회전(원주방향)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회전
가이드 부재(450)와;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 내측에 고정되며, 분리 손잡이(461)에 작용된 외부 힘에 의해 이루어지
는 다단 캠 운동을 통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 착설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탈리시켜 상호 분리되도록 하는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460)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는, 도 18 및 도 19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가이드 상판(451)
이 삽착될 수 있도록 중앙에 관통홀(42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면착되는 사각판상의 거
치 플레이트(421)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에 거치될 수 있도록 일정높이로 플레이
트(421) 외주변에 다수 형성된 거치 홀더부(425)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 저면에 삽착되며, 상기 휴대용 컴퓨
터 시스템(700)이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 돌기부(429)와; 상기 고
정 돌기부(429) 내측에 삽착 고정되며, 디스크 드라이브(확장기기)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 저면의 드라이브 소켓(140)과 결합되는 드라이브 커넥터(434)와; 상기 웹 패드 거
치대(42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를 통해 소정각도 이상으로 회전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 배면의 관통홀(422) 외주면에 소정각도로 이격 형성된 각도 제한 돌기부(436)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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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거치 플레이트(421) 배면의 관통홀(422) 외주면에 고정되며,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의 회전에 의해 스위칭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화면모드를 포트레이트 또는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오리엔테이션 스위치
(437)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에 형성된 관통홀(422)에는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에 의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
가 원할히 회전될 수 있도록 링 형태의 가이드 레일(424)이 착설되어 있으며,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 배면의 관통홀
(422) 외주면 선단에는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를 통한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의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회전 가이
드 부재(450) 내에 위치한 커넥터 PCB(435) 선들이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관통홀(422)에 착설된
링 형태의 가이드 레일(424)이 탈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길이가 절개된 곡면 돌출부(423)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 거치 홀더부(425)의 일측 내/외부에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거치시, 고무재질의 마찰력 및 탄성
력에 의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크래들부(410)를 잡아당겨 바닥면
에 밀착시킬 경우, 상기 크래들부(410)가 밀착된 바닥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탄성밴드(426)가 각각 부착되
어 있으며, 특히 하단 거치 홀더부(425)에는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완전히 고정
시킬 있도록 훅크 형태의 고정돌기(427)가 삽착 고정되어 있다.

또한, 상단 거치 홀더부(425) 내부에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키보드 장치(300)를 가이드 하여 지지함과 동
시에, 상기 키보드 장치(300)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100)가 안착될 수 있도록 웹 패드 안착돌기(428)가 형성되어 있으
며, 특히 상기 웹 패드 안착돌기(428)의 경우, 상기 키보드 장치(300)가 분리된 휴대용 컴퓨터(100)와 상기 키보드 장치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간의 안착높이가 상호 수평을 이룰 수 있게 상기 고정 돌기부(429)와 동일높이로 형성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고정 돌기부(429) 내측에는 과전류에 의한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접지시키는 접지부재(430)가 내삽되어 있고, 상기 고정 돌기부(429) 소정위치엔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체결함과 동시에, 상기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460)의 캠 작용을 통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 거치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분리시키는 상기 분리장치(460)의 체결부재(468) 및
탈리부재(472)가 돌출될 수 있도록 관통홀(431)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상기 고정 돌기부(429)의 경우, 그 내면에는 상기 드라이브 커넥터(434) 삽착시, 상기 드라이브 커넥터(434) 단부
가 상기 고정 돌기부(429) 내면에 면착되면서 상기 커넥터 PCB(435)가 소정위치에 안착될 수 있도록 상기 드라이브 커넥
터(434) 단부와 동일한 높이의 커넥터 안착돌기(432)가 돌출되어 있으며, 특히 상기 커넥터 안착돌기(432) 상단에 돌출된
암나사부(433)는 상기 드라이브 커넥터(434) 삽착시, 상기 커넥터 PCB(435)의 두께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더
욱이 상기 암나사부(433)에 삽입되어 나사로 고정되는 커넥터 PCB(435)의 경우, 그 외주변에 상기 돌출된 암나사부(433)
의 직경보다 다소 크게 형성된 관통홀(435a)이 다수 형성되어 있어, 상기 암나사부(433)에 나사 체결된 드라이브 커넥터
(434)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 내의 드라이브 소켓(140)과의 체결시, 상기 드라이브 커넥터(434)가 상기 커넥
터 PCB(435) 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 암나사부(433)의 여유공간만큼 상/하 또는 좌/우로 유동하면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 내의 드라이브 소켓(140)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는, 도 18 및 도 20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의 관통홀(422)과 대응되는
위치에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가이드 하판(452)이 삽착될 수 있도록 관통홀(44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 배면에 나사로 고정되는 커버부재(441)와; 상기 관통홀(442) 일측 상단에 장착되며, 상기 회전 가이드 부
재(450)를 통한 상기 크래들부(410)가 소정각도만큼 회전된 것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타격음을 발생시키는 타격부
재(444)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상기 커버부재(441)에 형성된 관통홀(442)에는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에 의해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가
원할히 회전될 수 있도록 링 형태의 가이드 레일(443)이 착설되어 있으며, 상기 타격부재(444)는,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
(450)의 가이드 하판(452)이 삽착되는 관통홀(442)의 외주면 선단 일측에 위치되도록 결착부재(448)에 의해 고정되게 되
는데, 이러한 타격부재(444)의 경우,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의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원주
면에 의한 압입 또는 스프링(447)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 원위치로 복원되면서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 원주면에 형성
된 타격홈(456)을 타격할 수 있도록 결착부재(448) 일측 요입홈(449)엔 전방 돌기부(445)가 삽착 고정되고, 상기 결착부
재(448) 타측 요입홈(449a)엔 스프링(447)에 의해 상기 전방 돌기부(445)를 지지하는 지지대(445a)가 삽착 고정된 구조
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상기 전방 돌기부(445) 외주면에는 상기 스프링(447)의 탄성 복원력을 통해 원위치로 돌출 복원
될 때 상기 전방 돌기부(445)가 상기 결착부재(448)의 일측 요입홈(449)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걸림턱(446)
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기 결착부재(448)에 의해 고정된 타격부재(444)가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원주면을 통해 압축/복원되
면서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 원주면에 형성된 타격홈(456)을 타격하므로서 발생된 타격음을 통해 상기 크래들부
(410)가 소정각도만큼 회전된 것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는, 도 18 및 도 2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의 관통홀(422)에 삽착되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의 회전 가이드 역할을 하는 회전 가이드 상판(451)과;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의 관통홀
(442)에 삽착되어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의 회전 가이드 역할을 하는 회전 가이드 하판(452)과; 상기 회전 가이드 상
판(451)과 상기 회전 가이드 하판(452) 사이로 돌출된 상기 커넥터 PCB(435) 선들이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도록 상호 맞
닿은 원주면에 소정길이로 절개 형성된 절개홈(453)과; 상기 회전 가이드 상판(451) 및 하판(452)의 원주면에 각각 형성
되어 상기 크래들부(410)의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화면모드가 포트레이트 또는 랜드 스케
이프 모드로 전환되도록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 배면에 고정된 오리엔테이션 스위치(437)를 스위칭하는 원주 돌기부
(454)와; 소정각도로 이격 형성된 상기 거치 플레이트(421) 배면의 각도 제한 돌기부(436)에 걸려 상기 웹 패드 거치대
(42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소정각도 이상으로 회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상기 원주 돌기부(454)
일측 끝단에 일체로 형성된 걸림 돌기부(455)와; 상기 크래들부(410)의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 일측
상단에 장착된 타격부재(444)의 타격작용을 통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소정각도만큼 회전됨을 인식할 수 있
도록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 원주면에 소정각도로 이격 형성된 타격홈(456)과; 상기 회전 가이드 하판(452)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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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길이로 절개 형성된 아암 장착홈(459) 내부 타측에 고정되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거치된 크래들부
(410)가 상기 아암부(600)의 전후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상기 아암부(600) 상단 타측과 나사로 고정되는 크래들 힌지
부(457)와; 상기 아암 장착홈(459)을 통해 유출된 커넥터 PCB(435) 선들을 지지함과 동시에, 상기 크래들부(410)의 회전
력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크래들 힌지부(457)와 대향되는 상기 아암 장착홈(459) 일측에 고정되
는 원통 힌지부(458)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원주 돌기부(454)는 상기 크래들부(410) 소정회전각도의 1/3 길이로 형성되어 있어, 상기 크래들부(410)의 회
전시, 상기 크래들부(410)가 소정된 각도 이전인 2/3 지점까지는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 배면에 고정된 오리엔테이션
스위치(437)가 오프(off)상태로 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화면모드가 원래 상태인 포트레이트 모드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상기 크래들부(410)의 회전각도가 상기 원주 돌기부(454) 접촉지점인 2/3 이상부터는 상기 원주 돌기부
(454)에 의해 상기 오리엔테이션 스위치(437)가 온(on) 되면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화면모드가 포트레이
트에서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되게 된다.

미 설명 부호(458a)는 상기 원통 힌지부(458)을 고정시키는 원통 힌지부 고정부재(458a)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회전 가이드 부재(450)를 통해 상기 크래들부(410) 즉, 웹 패드 거치대(420) 및 거치대 리어커버(440)
가 소정각도로 회전되는 작용상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2 및 도 23은 회전 가이드 부재를 통해 크래들부가 소정각도로 회전되는 작용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 22는 크래들
부를 회전시키기 전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도 23은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를 통해 크래들부가 회전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
이다.

도 24 및 도 25는 회전 가이드 부재를 통해 크래들부의 소정각도 회전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모드가 포트레
이트 또는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 24 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모드가 전환되
기 전인 포트레이트 모드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도 25는 크래들부의 소정각도 회전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화면모
드가 포트 레이트에서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 포트레이트 모드로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도 22와 같은 상태에서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를 회전시키게 되면,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원주면에 의해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의 관통홀(442) 외주면 선단 일측에 장착된 타격부재(444)의 전방
돌기부(445)가 압입되면서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가 회전하게 되고, 이후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가 소정각도로 회
전되어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원주면에 형성된 일측 타격홈(456)에 도달하게 되면,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
의 원주면에 의해 압입되었던 타격부재(444)의 전방 돌기부(445)가 스프링(447)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로 돌
출 복원되면서 상기 타격홈(456)을 타격함에 따라 발생된 타격음을 통해 상기 크래들부(410)가 소정각도만큼 회전되었음
을 사용자가 인식하게 되어 더 이상 상기 크래들부(410)를 회전시키지 않게 된다.

이를 불문하고, 상기 크래들부(410)를 소정각도 이상으로 회전시킬 경우,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 배면의 관통홀(422)
외주면에 소정각도로 이격 형성된 각도 제한 돌기부(436)에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걸림 돌기부(455)가 걸리게 되
면서 상기 크래들부(410)의 회전이 더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크래들부(410)에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거치된 상태에서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를 통한 상기 크래들부(410)를 소정각도로 회전시킬 경우,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원주면에 형성
된 원주 돌기부(454)에 의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 배면의 관통홀(422) 외주면에 고정된 오리엔테이션 스위치(437)
가 스위칭되면서 상기 스위칭된 신호가 드라이브 커넥터(434)를 통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으로 전송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디스플레이에 형성된 화면 즉, 포트레이트 모드로 형성된 화면이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되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이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형성된 화면을 포트레이트 모드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상기 크래들부(410)를 다
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킬 경우,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원주 돌기부(454)에 의해 스위칭된 오리엔테이션 스위치
(437)가 해제되면서 랜드 스케이프 모드에서 포트레이트 모드로 전환되게 된다.

도 26은 크래들부의 구성요소 중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의 분해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460)는, 도 18 및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 거치된 휴대용 컴
퓨터 시스템(700)을 분리시키기 위해 외부 힘을 작용시키는 분리 손잡이(461)와; 상기 분리 손잡이(461)와 결합되어 상기
분리 손잡이(461)를 통한 외부 힘 작용시 하방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700)이 분리될 수 있도록 캠 작용이 실행되고, 하중 제거시 스프링(464)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 원위치로 복원되는 연동부
재(462)와; 상기 연동부재(462) 작동에 의한 상기 연동부재(462) 측면 캠(463)과의 캠 작용을 통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
스템(700)을 체결하고 있는 체결부재(468)를 압압하여 체결력을 해제시키는 작용캠 부재(466)와; 상기 작용캠 부재(466)
하단의 결합돌기(475)에 삽착되며, 상기 연동부재(462)와의 캠 작용을 통해 하방으로 연동된 작용캠 부재(466)의 타측 돌
기부(467)에 의해 압입되면서 체결력이 해제되거나, 또는 외부 힘 제거시 스프링(470)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 원위치로 복
원되면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체결하도록 상단에 걸림돌기(469)가 형성된 체결부재(468)와; 상기 연동부
재(462)의 돌출캠(465) 상단에 고정되며, 상기 연동부재(462) 돌출캠(465)과의 캠 작용을 통해 상승하면서 상기 체결부
재(468)의 체결력이 해제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서 분리시키는 탈리부재(472)로 구
성되어 있다.

상기 체결부재(468)의 하단에는 상기 체결부재(468)가 상기 작용캠 부재(466)의 하단 즉,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440) 내
측에 형성된 결합돌기(475)에 삽착될 수 있도록 복수의 삽입홀(471)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삽입홀(471)의 경우, 상기
연동부재(462)와의 캠 작용을 통해 하방으로 연동되는 작용캠 부재(466)의 타측 돌기부에 의해 상기 체결부재(468)가 하
방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소정길이의 장공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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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탈리부재(472)는 전체형상이 요철형태 즉, 부재 상측에 사각기둥체 돌기부(473)가 돌출되어 있으며, 상기 사각
기둥체 돌기부(473) 양측에는 상기 연동부재(462) 돌출캠(465)과의 캠 작용을 통해 상기 탈리부재(472)가 원할히 상승/
하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가이드봉(474)이 삽착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탈리부재(472)의 경우, 상기 연동부재(462)의 일측 상단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연동부재(462)의 작동에
따라 상기 연동부재(462)와 동일방향으로 이동되는 돌출캠(465)과의 캠 작용을 통해 상기 사각기둥체 돌기부(473)가 상
승/하강 할 수 있도록 상기 돌출캠(465)이 내삽된 상태로 상기 연동부재(462) 일측 상단에 고정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상기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460)의 캠 작용을 통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분리과정은 다음
과 같다.

도 27 내지 도 29는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에 의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크래들부에서 분리되는 작용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 27은 컴퓨터 시스템 분리장치의 작동 전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도 28은 컴퓨터 시스템 분리장치의 작동에
의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체결하고 있는 체결부재의 체결력이 해제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도 29는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의 작동에 의해 체결부재의 체결력이 해제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탈리부재에 의해 분리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도 27에 도시된 상태에서 분
리 손잡이(461)를 잡아당길 경우, 상기 분리 손잡이(461)와 결합된 연동부재(462)가 하방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연동부재
(462)의 측면 캠(463)과 작용캠 부재(466)와의 캠 작용을 통해 상기 작용캠 부재(466)의 일측 즉, 상기 연동부재(462)의
측면 캠(463)과 캠 작용이 이루어지는 작용캠 부재(466)의 일측은 외측으로 벌어지게 되고, 상기 작용캠 부재(466)의 타
측 돌기부(467)는 상기 체결부재(468) 측으로 연동되면서 상기 체결부재(468)를 압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 작용캠 부재(466)의 타측 돌기부(467)에 의해 압압된 체결부재(468)는 스프링(470)이 압축되면서 상기
연동부재(462)가 이동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인 하방으로 압입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상기 체결부재(468)의 걸림돌기
(469) 역시 하방으로 밀리게 되면서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체결하고 있는 상기 걸
림돌기(469)의 체결력이 해제되게 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가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서 분리될 수 있는
상태로 형성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체결부재(468)의 체결력이 해제된 상태에서 상기 연동부재(462)가 더욱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도 29와 같
이 연동부재(462)의 일측 상단에 일체로 형성된 돌출캠(465)과 탈리부재(472)와의 캠 작용을 통해 상기 사각기둥체 돌기
부(473)가 양측의 가이드봉(474)을 타고 상승하면서 상기 체결부재(468)의 체결력이 해제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
을 밀어 올리므로서, 상기 웹 패드 거치대(420)에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분리시키게 된다.

이 후, 상기 분리 손잡이(461)에 작용하였던 힘을 제거하게 되면, 인장력이 작용하였던 상기 연동부재(462)의 스프링
(464)과 상기 압축력이 작용하였던 체결부재(468)의 스프링(470)이 탄성 복원력에 의해 상기 연동부재(462)와 상기 체결
부재(468)가 원위치로 복원되면서 상기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460)의 캠 작용을 통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분
리과정이 종료되게 된다.

도 30은 본 발명의 구성요소 중 스텐드부의 분해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고, 도 31은 스텐드부의 구성요소 중 스텐드 힌지부
와 원통 힌지부를 확대한 확대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며, 도 32은 스텐드부의 구성요소 중 확장기기 분리장치의 분해 사시
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스텐드부(500)는 도 30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나사에 의해 서로 대향되게 결합되는 상부 커버(511)와 하부 케이스
(512)로 이루어진 스텐드 케이스(510)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거치된 크래들부(410)의 무게에 의해 닥킹
스테이션(400)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기 하부 케이스(512) 전면(全面)에 삽착 고정되는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와; 상기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상단 소정위치에 아암부(600) 하단이 안착되어 상기 아암부(600)가 회전될 수 있도록
곡면 형태로 형성된 아암 안착부(521)와; 상기 아암 안착부(521)에 아암부(600) 하단이 안착 고정되어 상기 스텐드부
(500)의 전후방향으로 아암부(600)가 회전될 수 있도록 상기 아암 안착부(521) 일측의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소정위
치와 상기 아암부(600) 하단 일측에 각각 나사로 고정되는 스텐드 힌지부(525)와; 상기 스텐드부(500) 전후방향으로 회전
되는 아암부(600)의 회전력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스텐드 힌지부(525)와 대향되는 상기 아암 안
착부(521) 타측에 삽착 고정되는 원통 힌지부(530)와; 상기 원통 힌지부(530) 전방 소정위치에 장착되며, 상기 아암부
(600)의 밀착시 상기 아암부(600)의 스위치 접촉홈(630)에 스위칭되어 스타일러스 팬(200)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특정 프
로그램이 구동된 화면으로 변환되게 하는 슬라이딩 스위치(535)와; 상기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일측 상단에 장착되며,
레버(541) 회전력에 의한 다단 캠 작용을 통해 상기 스텐드(500) 내에 삽착된 확장기기(CD-ROM, FDD Drive)(570)를 스
텐드(500) 내에서 분리시키는 확장기기 분리장치(540)와; 상기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상단 소정위치에 설치 고정되며,
상기 스텐드부(500) 별도의 통신 및 입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수단 및 입출력수단이 결합된 스텐드부 메인보드
(560)로 구성되어 있다.

미 설명 부호 (523)은 아암 안착부 커버를 나타낸 것이고, (565)는 통신수단 및 입출력수단의 커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아암 안착부 커버(523)의 경우, 아암부(600) 회전시, 상기 아암부(600) 하단에 의해 상기 스텐드부(500)의 아암 안착
부(521)가 스크레칭(긁힘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아암 안착부(521)상단에 삽착되며, 상기 아암 안착부 커버는
표면 경도가 강한 재질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아암 안착부 커버(523)는 상기 아암 안착부(521)에 삽착 고정되면서 상기 아암부(600) 하단이 회전할 수 있도
록 내측은 오목하고, 외측은 볼록한 곡면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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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아암 안착부 커버(523) 타측에는 상기 원통 힌지부(530)의 원주면에 형성된 결착돌기(531)가 삽착 고정될
수 있도록 결합홈(524)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아암 안착부 커버(523)가 상기 스텐드(500)의 아암 안착부(521)에 삽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아암부
(600)가 스텐드부(500)를 회전할 경우, 상기 아암부(600) 하단에 의해 상기 아암 안착부(521)가 스크레칭 되면서 발생된
미세한 아연가루들이 상기 스텐드부(500) 내부로 유입되어 상기 스텐드부(500) 내에 장착되어 있는 스텐드부 메인보드
(560)나 확장기기 분리장치(540) 등에 나쁜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스텐드부(500)의 고장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그리고, 상기 스텐드 케이스(510)의 상부 커버(511) 상단에는 도 30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기기(570)나 또는 스텐드부
메인보드(560)에서 발생된 열에 의해 상기 상부 커버(511)가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휨 방지 플레이트(511a)가 부
착되어 있으며, 특히 상기 휨 방지 플레이트(511a)의 경우, 무게를 통해 상기 상부 커버(511)의 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
연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상기 스텐드 케이스(510)의 하부 케이스(512)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CD-ROM이나 FDD Drive 등 컴퓨터 확장
기기(570)를 삽착시킬 수 있는 확장기기 삽착홀(513)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확장기기 삽착홀(513) 양측면에는 상기 확장
기기(570)가 상기 삽착홀(513) 내부로 원할히 삽착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하는 가이드 레일부재(514)가 일정길이로 절
개되어 소정깊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상기 가이드 레일부재(514) 양측에는 상기 확장기기 삽착홀(513)에 내삽된 확
장기기(570)를 통해 흐르는 과전류에 의한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라운드 접지형태로 접지시키는 텐션 접지부재
(515)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는 상기 크래들부(41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
하여 아연재질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상기 하부 케이스(512) 전면(全面)에 삽착시, 상기 확장기기 삽착홀(513) 양측면
에 형성된 가이드 레일부재(514) 및 상기 확장기기 삽착홀(513) 내에 형성된 삽입돌기(514a)가 삽입될 수 있도록 상기 가
이드 레일부재(514) 및 삽입돌기(514a)와 대응되는 위치에 가이드 레일 삽입홀(522)과 삽입돌기 삽입홀(522a)이 형성되
어 있다.

한편, 상기 스텐드 힌지부(525)는 상기 스텐드부(500) 상단 즉, 아암 안착부(521)에 아암부(600)를 결합시켜 상기 아암부
(600)가 스텐드부(500)의 전후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도 3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통형상이면
서 상기 아암부(600) 하단 일측에 나사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일정길이가 평면형태로 형성된 제 1 힌지부재(526)와, 상기 아
암 안착부(521) 일측의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소정위치에 나사로 고정되며, 상기 제 1 힌지부재(526)에 삽착 고정된
제 2 힌지부재(527)로 이루어져 상기 아암 안착부(521)에 안착 결합된 아암부(600)가 상기 스텐드부(500)를 기준으로 하
여 전후방향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형성된 구조이다.

또한, 상기 제 1 힌지부재(526) 및 상기 제 2 힌지부재(527)의 원통부분에는 상기 아암 안착부(521)에 안착 결합된 아암부
(600)가 상기 스텐드부(500)의 전후방향으로 소정각도 이상 회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걸림턱(528)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원통 힌지부(530)의 원주면에는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아암부(600)의 하단 타측 외주면 내에 삽착
고정될 수 있도록 결착돌기(531)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일측 상단 즉, 상기 확장기기 삽착홀(513) 일측에는 분리레버(541)의 회전력에 따라
다단의 캠 운동을 통해 상기 스텐드(500) 내에 삽착된 확장기기(CD-ROM, FDD Drive)(570)를 스텐드(500)에서 분리시
키는 확장기기 분리장치(540)가 설치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확장기기 분리장치(540)는, 도 30 및 도 3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확장기기(570)를 분리시키기 위한 다단의 캠 운동이 전개될 수 있게 레버 하단 반원부(542)의 회전력을 작용시
키는 분리레버(541)와; 상기 분리레버(541)의 소정각도 회전을 통해 상기 레버(541) 하단 반원부(542)가 회전하면서 1차
캠부(545)를 연동시켜 상기 확장기기(570)의 체결력이 1차적으로 해제되도록 연동되는 연동부재(544)와; 상기 분리레버
(541)의 소정각도 회전에 따른 상기 연동부재(544)의 연동과 동시에, 상기 연동부재(544)의 타측에 형성된 2차 캠부(546)
와 접촉된 경사캠(550)이 상기 2차 캠부(546)와의 캠 작용을 통해 연동되면서 상기 확장기기(570)의 체결력을 해제시키
는 확장기기 고정부재(549)와; 상기 분리레버(541)의 소정각도 이상 회전시, 상기 레버(541)의 반원부(542)가 완전히 회
전하면서 상기 반원부(542)의 원주면에 의해 소정각도로 연동되어 체결력이 해소된 확장기기(570)를 상기 스텐드(500)
내에서 분리시키는 확장기기 탈리부재(551)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상기 연동부재(544)에는 도 30 및 도 3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상단으로 돌출된 암나
사 고정돌기부(516)에 삽착될 수 있도록 다수의 삽입홀(547)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삽입홀(547)의 경우, 상기 분리레
버(541)의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레버(541) 하단의 반원부(542)와 상기 연동부재(544)의 1차 캠부(545)와의 캠 작용을
통해 상기 확장기기 고정부재(549) 쪽으로 직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길이의 장공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확장기기 탈리부재(551) 역시, 도 30 및 도 3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무게 중심 플레이트(520) 상단으로 돌
출된 암나사 고정돌기부(516)에 삽착되어 상기 확장기기(570)의 체결력 해제각도 이상의 상기 분리레버(541) 회전을 통
해 상기 확장기기 탈리부재(551)가 연동될 수 있도록 삽입홀(552)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 삽입홀(552)의 경우, 상기 확
장기기(570)의 체결력 해제각도 이상의 분리레버(541) 회전에 의한 상기 반원부(542)의 회전력을 통해 상기 확장기기 탈
리부재(551)가 소정각도로 회전되면서 체결력이 해제된 확장기기(570)를 분리시킬 수 있도록 소정 곡률을 갖는 곡면 형태
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상기 확장기기 분리장치(540)의 캠작용을 통한 CD-ROM이나 FDD Drive 등의 확장기기(570) 분리과
정은 다음과 같다.

도 33은 본 발명의 구성요소 중 아암부의 분해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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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암부(600)는 도 3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정곡률을 갖는 전면 아암 플레이트(610)와, 후면 아암 플레이트(6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전면 및 후면 아암 플레이트(610)(620)의 상단은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450)의 아암 장착홈(459)
타측에 고정된 크래들 힌지부(457)에 고정되고, 하단은 상기 스텐드부(500)의 아암 안착부(521) 일측에 고정된 스텐드 힌
지부(525)에 고정되어, 상기 각 힌지부(457)(525)에 고정된 아암부(600)의 상단 및 하단의 자유로운 회전에 의해 상기 휴
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이 거치된 크래들부(410)를 상기 스텐드부(500)에 지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때, 상기 아암부(600)의 상단 및 하단의 경우, 상기 각 힌지부(457)(525)에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이 원할할 수 있도록
반원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아암부(600)의 하단 타측 외주면에는 상기 스텐드부(500)의 아암 안착부(521) 타측
즉, 상기 원통 힌지부(530) 전방(前方) 소정위치에 장착된 슬라이딩 스위치(535)를 스위칭할 수 있도록 스위치 접촉홈
(630)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아암부(600)의 하단 타측 외주면 내에는 상기 원통 힌지부(530)의 원주면에 형성된 결착돌기(531)가 삽착 고
정될 수 있도록 결합홈(64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아암부(600) 하단 타측 원주면에 형성된 스위치 접촉홈(630)에 의해 스위칭되는 슬라이딩 스위치(535)의 역
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4 및 도 35는 스텐드부에 크래들부를 밀착시 아암부의 스위치 접촉홈에 의해 스텐드부의 슬라이딩 스위치가 스위칭되
어 스타일러스 팬의 쓰기 기능이 인식되도록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모드가 전환되는 작동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 34 는 크래들부에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도 35는 아암부 회전을 통해 스위치 접촉홈과
슬라이딩 스위치가 스위칭되어 스타일러스 팬의 쓰기 기능이 인식되도록 특정 프로그램이 구동된 화면으로 전환된 작동상
태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도 34와 같이 상기 닥킹 스테이션(400)의 크래들부(410)에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을 거치시키게 되면, 상
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은 일반 마우스를 클릭하는 형태와 같이 스타일러스 팬(200)이 화면상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상태만 인식할 뿐, 상기 스타일러스 팬(200)의 쓰기 기능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도 3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크래들부(410) 하단이 스텐드부(500) 상단에 밀착되도록 상기 크래
들부(410)를 잡아당길 경우, 상기 아암부(600) 타측 원주면에 형성된 스위치 접촉홈(630)에 의해 상기 스텐드부(500)의
아암 안착부(521) 타측에 장착된 슬라이딩 스위치(535)가 스위칭 되게 되는데, 이 때 상기 스위치 접촉홈(630)에 의해 상
기 슬라이딩 스위치(535)가 스위칭 되게 되면, 상기 크래들부(41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화면이 상기
스타일러스 팬(200)으로 쓰기 입력이 가능하도록 특정 프로그램이 구동된 화면으로 변환되게 된다.

또한, 상기 슬라이딩 스위치(535)의 역할을 제조회사의 특정화된 목적에 맞게 기능을 변경시켜 별도의 입력장치를 통해
상기 클래들부(41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에 입력하는 모드전환 즉, 스타일러스 팬(200)을 통한 입력모드
에서 키보드(300)를 통한 입력모드로 변환되도록 하거나, 또는 여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드로 변환될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도 34 와 같이 상기 닥킹 스테이션(400)의 크래들부(410)에 상기 컴퓨터 시스템(700)을 거치시키게 되면, 상기 컴퓨터 시
스템(700)은 일반 마우스를 클릭하는 형태와 같이 스타일러스(200)가 화면상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상태만 인식할 뿐, 상
기 스타일러스(200)의 쓰기 기능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도 3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크래들부(410) 하단이 스텐드부(500) 상단에 밀착되도록 상기 크래
들부(410)를 잡아당길 경우, 상기 아암부(600) 타측 원주면에 형성된 스위치 접촉홈(630)에 의해 상기 스텐드부(500)의
아암 안착부(521) 타측에 장착된 슬라이딩 스위치(535)가 스위칭 되게 되는데, 이 때 상기 스위치 접촉홈(630)에 의해 상
기 슬라이딩 스위치(535)가 스위칭 되게 되면, 상기 크래들부(41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의 화면이 상기
스타일러스 팬(200)으로 쓰기 입력이 가능하도록 특정 프로그램이 구동된 화면으로 변환되게 된다.

또한, 상기 슬라이딩 스위치(535)의 역할을 제조회사의 특정화된 목적에 맞게 기능을 변경시켜 별도의 입력장치를 통해
상기 클래들부(410)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700)에 입력하는 모드전환 즉, 스타일러스 팬(200)을 통한 입력모드
에서 키보드(300)를 통한 입력모드로 변환되도록 하거나, 또는 여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드로 변환될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의 작동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복수의 디스플레이 패널과 메인 시스템을 일체로 갖는 휴대용 컴퓨터의 배면에는 커넥터로 인터페이스하는 키보드가 결합
되는데, 이러한 키보드와 휴대용 컴퓨터의 결합은 다음과 같다.

키보드의 상측 중심에는 원통형의 회전부재와, 휴대용 컴퓨터 커버와의 결합 및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위한 커넥터를 갖는
커넥터 결합부가 일체로 결합된 상태이다.

회전부재는 키보드 상단에 가공된 원통형 홈에 회전 가능케 결합되며, 상기 회전부재에 커넥터 결합부가 상기 회전부재와
일체로 회동할 수 있도록 결합된다. 또한 상기 커넥터 결합부는 회전부재의 회전과 별도로 전/후 회전하게 된다.

이러한 키보드의 커넥터 결합부에는 중심부에 커넥터와, 좌/우에 돌출된 훅크와, 키보드의 결합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방
향성 돌기가 돌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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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키보드 상에 컴퓨터를 위치시킨 후, 컴퓨터를 키보드의 커넥터 결합부 방향으로 밀착시키면, 키보드 커넥터는 휴대용
컴퓨터 커버의 하부 중심부에 가공된 커넥터 결합구멍을 통해서 메인 시스템에 설치된 암 커넥터와 결합되며, 동시에 커넥
터 결합부의 좌/우측 훅크가 컴퓨터 브라켓의 훅크 통과구멍을 통과하여 내부의 훅크 걸림홈으로 걸려진다. 또한 방향성
돌기는 휴대용 컴퓨터 커버의 홈에 끼워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의 회전부재에 의해 키보드 또는 휴대용 컴퓨터 커버가 회전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때의 키보드가
휴대용 컴퓨터 커버 하부에 밀착 결합되기 때문에, 키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기 키보드에는 전원 공급이 차
단된다.

키보드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키보드를 잡고 상단의 휴대용 컴퓨터를 회전시키면, 휴대용 컴퓨터의 회전을 키보드의
회전부재가 가이드하여 준다. 상기 휴대용 컴퓨터가 180도 회전하게 되면 키보드와 휴대용 컴퓨터가 서로 대향하는 위치
에 있게 된다.

이때, 상기 회전부재에 결합된 커넥터 결합부를 상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휴대용 컴퓨터의 커버가 상방향으로 회동하고, 키
보드는 베이스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시 키보드 커넥터는 이탈되지 않고 메인 시스템과 인터페이
스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상기 회전부재에는 키보드 작동 스위치가 동작하여, 휴대용 컴퓨터의 메인 시스템으로 전달해 주고, 메인 시스템은
키보드에 전원을 공급하여, 키보드를 사용 가능 상태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휴대용 컴퓨터의 패널이 정면에 위치하므로 그 패널을 보고 사용자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키 신호
를 입력한다.

이때의 휴대용 컴퓨터의 패널로는 키보드, 마우스, 스타일러스 펜등으로 입력이 가능한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즉, 휴대할 때에나 스타일러스 펜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와 반대 방향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회전시켜 키보드 상으로 컴퓨터 브라켓을 결합시켜 준다.

또한, 키보드 상에 휴대용 컴퓨터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포트레이트 모드 또
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운용체제가 동작된 상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 모드 변경을 실시하여
화면의 종횡비를 전환해 준다. 그러면, 컴퓨터의 휴대용 컴퓨터를 랜드 스케이프 또는 포트레이트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모드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키보드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를 닥킹 스테이션에 거치될 수 있도록 결합된다. 이러한 닥킹 스테이션은 크래들부, 아암
부, 스텐드부로 구성되며, 크래들부에는 휴대용 컴퓨터 및 키보드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라
함)가 거치된다. 이는 닥킹 스테이션의 아암부에 의해 스텐드부로부터 크래들부가 일정 높이를 갖고 소정 각도의 경사 높
이를 조절하여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크래들부에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되는 프런트 및 백커버 거치부재,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포트레이트
또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회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회전부재 및,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분리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분리 손잡이를 포함한다.

그 동작을 설명하면, 닥킹 스테이션의 크래들부에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결합되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배면은 프런
트 거치 부재에 의해 지지받고 프런트 거치부재의 각 모서리 부위가 홀딩되어 휴대용 컴퓨터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크래들부의 프런트 거치 부재에는 내부에 사각판상의 플레이트와 플레이트의 모서리부에 일정폭의
곡면 형태로 각각 형성된 거치 홀더부가 형성된다. 하측 좌/우 거치 홀더부의 내부에는 ??자 형태의 돌기가 돌출되어 있으
며, 상측 좌/우 거치홀더부의 내부에는 거치 홀더부의 높이보다 낮은 바가 돌출 형성된다.

그러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하측은 좌/우 거치홀더부의 내부에 돌출된 ??자 돌기 부분이 훅크 형태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커버에 가공된 홈에 끼워져 지지받고, 상측 좌/우 거치홀더부의 내부에 돌출된 바의 상면과 면 접촉하여 바 높이
의 위치에서 지지 받게 된다.

또한 프런트 거치부재의 사각판상의 거치 플레이트에 돌출된 훅크 형태의 고정돌기는 상기 거치 플레이트 상에 결합되는
키보드를 관통홀을 통과하여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커버 저면에 결합된다.

이로써,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은 프런트 거치부재에 의해 삼각형 위치에 설치된 홀더에 의해 지지받게 된다.

한편,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하부에 결합되는 키보드는 상/하부 측면에 사각홈이 형성되어, 각 사각홈이 프런트 거치부
재의 거치 홀더부의 내측에 형성된 휴대용 컴퓨터 안착돌기 사이에 끼워진다.

이때, 크래들부에 일체로 결합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다른 모드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휴대용 컴퓨터 시
스템을 회전시켜 주게 된다. 이때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은 디폴트 모드가 포트레이트 모드이므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사
용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컴퓨터를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회전시키면 회전 가이드부재에 의해 휴대용 컴퓨터와 크래들부가
일체로 회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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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포트레이트 모드로 회전하게 될 경우에도 상기 요소들에 의해 회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웹 패드 거치대에는 고정돌기가 돌출 형성되어,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배면에 고정돌기 홈에 결합되고, 휴
대용 컴퓨터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휴대용 컴퓨터의 드라이브 소켓과 크래들부에 구비된 드라이브 커넥터가 접속되어 오리엔테이션 스위치 신호 및 드라이브
의 액세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의 회전시 회전 가이드부재 내부에 설치된 랜드스케이프 스위치가 온 되
고, 랜드스케이프 스위치의 하이 신호를 감지하여, 상기 커넥터를 통해서 휴대용 컴퓨터의 메인시스템으로 전달하게 된다.

메인 시스템의 영상 처리부는 상기 랜드스케이프 스위치 신호를 인식하여,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화
면을 변경해 준다. 즉, 화면 종횡비를 모드에 따라 변경해 준다.

반대로,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포트레이트로 회전시에는 랜드스케이프 스위치가 오프("low")되므로, 랜드스케이프 스위
치의 로우신호를 메인 시스템이 감시하여 다시 디폴트 모드인 포트레이트 모드로 화면 종횡비를 변환시켜 준다.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만을 크래들부에 거치시켜 놓고, 키보드를 별도로 분리하여 스텐드부 또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
마련된 커넥터에 직접 접속시켜,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휴대용 컴퓨터로도
가능하다.

한편, 닥킹 스테이션의 아암부의 경사 각도를 낮춘 상태에서, 랜드스케이프 또는 포트레이트 모드로 휴대용 컴퓨터를 화면
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닥킹 스테이션의 아암부의 경사 각도를 낮추었을 때, 아암부와 닥킹 스테이션의 결합부분에
서 슬라이딩 스위치가 온 동작하여,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드라이브 소켓으로 전달함으로써, 메인 시스템이 스타일러스
펜의 기능을 인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휴대용 컴퓨터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사용 상태별로 실시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실시 예;

휴대용 컴퓨터는 LCD 패널과 디지타이저 패널, 그리고 시스템 운용을 위한 메인 시스템이 하나의 패드로 결합되고, 상기
휴대용 컴퓨터에 탈착이 가능한 키보드를 갖게 됨으로써, 휴대 가능한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용 컴퓨터 단독으로 휴대하면서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키보드를 휴대용
컴퓨터에 장착시켜 필요시 키보드 및 마우스와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사용자가 간단한 문서의 편집 및 웹을 액세스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휴대용 컴퓨터에 입력하
고자 하는 문자를 입력하거나 특정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자 하는 문자를 입력하거나 특정 메뉴를 선택시에는 상기 스타일러스 펜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신호(RF signal)에 대응하
는 디지타이저 패널의 좌표를 디지타이저 제어부에서 해독한 후, 메인 시스템으로 전달해 준다. 그러면 메인 시스템이 상
기 입력된 정보에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게 된다.

또한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키 신호를 입력하면, USB 포트 및 키보드 커넥터를 통해서 입력된 키
신호는 USB 버스를 통해서 중앙 처리부에 전달된다. 중앙 처리부는 상기 키 신호에 응답하여 LCD 패널에 표시해 준다.

이러한 휴대용 컴퓨터만을 이용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화면 모드로 디스플레이 정보를 변경하면, 화면 모드가 포트레이
트 모드 또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변경된다. 즉, 디스플레이 정보에서 1024*768로 선택 또는 768*1024로 선택할 경우
해당 화면 모드로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한편, 휴대용 컴퓨터와 키보드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키보드가 상측에서 상향되어 있고, 휴대용 컴퓨터의 화면이 하측에서
상향된 상태로 중첩되어 있으므로, 키보드의 후단부를 지점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180도 회전시키고 휴대용 컴퓨터의 경사
각도를 조절하여, 노트북 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일정 각도 이상 회전시켰을 경우 키보드에 구
동 전원이 공급되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핫 플러그 방식이라 약칭한다.

즉, 휴대용 컴퓨터와 키보드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는 키보드로부터 전원 소비가 없도록 하고,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용 컴퓨터를 키보드 지점으로 일정 각도 회전시켰을 경우 키보드 스위치를 메인 시스템이 감지하여 키보드에 전원을
공급하여,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키보드와 휴대용 컴퓨터 사이에는 직접 커넥터로 접속되어, 휴대용 컴퓨터의 회전 여부에 상관없이 접속된
상태로 유지하고,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 상기 커넥터를 통해서 키 신호를 인식하여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키 신호를 받아
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휴대용 컴퓨터와 키보드를 결합시키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스타일러스 펜만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시 스타일러스 펜 및 키보드 모두를 이용할 수 도 있다. 이러한 키보드는 휴대용 컴퓨터로부터 탈착
이 가능하다.

제 2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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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컴퓨터와 키보드, 그리고 상기 휴대용 컴퓨터와 키보드가 결합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일정 경사 높이에서 거치
하기 위한 닥킹 스테이션을 포함한다.

닥킹 스테이션에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거치하고, 거치된 상태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포트 레이트 모드 또는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시켜 사용할 수 있다. 즉,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소정 각도 회전할 때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포
트레이트 모드로 사용할 지,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사용할 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닥킹 스테이션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포트레이트 모드 또는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닥킹 스테이션의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경사 각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포트레이트 모드
또는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닥킹 스테이션에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중 키보드를 분리시킨 후 휴대용 컴퓨터만을 닥킹 스테이션에 거치시키고, 닥
킹 스테이션의 스텐드에 키보드를 접속시킨 후, 키보드 및 마우스,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컴퓨터 사용이 가능
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은 휴대용 컴퓨터 기능과 노트북 기능이 조합되어 복수의 입력장치 즉, 스타일러스 팬 또
는 키보드 등 각각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된 신호가 시스템 본체를 거쳐 디스플레이부에 전송되어 화상이 형성되도록 함
과 동시에, 시스템 본체와 키보드와의 회전시 센서의 접점에 따라 상기 시스템 본체로부터 상기 키보드로 전원이 인가되어
상기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므로서, 종래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핫 플러그 방식을 통해 컴퓨터 본
체로부터 인가된 전원이 키보드를 통해 계속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키보드 입력을 통해 휴대용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키보드 입력장치를 포함한 휴
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스타일러스 팬의 입력을 통해 휴대용 컴퓨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부와
시스템 본체만이 연결된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도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복합형 컴퓨터 즉, 상기 키보드가 결합된 시스템 본체를 경우에 따라 닥킹 스테이션에 거치시켜 데스크
탑 형태의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도 있다.

또한 휴대용 컴퓨터에 키보드를 간단히 탈/부착하므로써, 필요시 선택적으로 키보드를 이용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등의 입
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키보드가 부착된 상태라 할지라도 상기 키보드가 시스템부에 결합되어 접혀진 상태에서는 키
보드를 통한 데이터 입력이 제한되어 단순히 웹 패드의 기능만을 가능케 하므로써 키보드를 활성화(enable)하기 위한 전
원소비가 필요치 않게 되므로써 절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시스템 본체와 키보드 장치의 결합방향을 정방향 및 역방향 모두 가능케 하므로써 키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휴
대/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발명의 키보드 장치를 시스템 본체에 역방향으로 결합 시키므로서 웹패드의 액정 디스플레
이 화면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닥킹 스테이션 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대용 컴퓨터를 거치시켜 데스크 탑 형
태의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책상이나 탁자 등에서 데이터 등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상
기 복합형 컴퓨터를 거치한 상태에서 소정각도 회전시 상기 복합형 컴퓨터의 화면모드를 전환시키므로서, 사용자의 작업
상태나 작업위치,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없이 상기 복합형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타일러스 및 외부 입력 장치를 포함한 휴대용 컴퓨터 본체와;

케이스 상면 하부에 구비된 키패드, 케이스 상면 상부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본체의 고정부에 탈/부착되며 부착
시 상기 커넥터와 접속되는 회전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본체와 부착시 상기 휴대용 컴퓨터 본체와 중첩 결
합되며 그 상태에서 상기 회전 부재를 중심으로 상기 휴대용 컴퓨터 본체를 상기 케이스 상면에 대해 소정 각도 회전시켜
주어 키패드의 사용을 가능케하는 외부입력장치인 키보드 장치와;

상기 키보드 장치가 탈/부착된 휴대용 컴퓨터 본체의 커버 저면 및 외측을 일정 높이에서 지지하고 그 지지된 상태에서 상
기 본체에 구비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 모드를 랜드스케프 또는 포트레이트 모드로 사용이 가능토록 회전되는 크래들
부를 포함한 닥킹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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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키보드 장치는, 서로 대향되게 결합되는 프론트 케이스와 리어 케이스로 이루어진 키보드 케이스와; 상기 키보드 케
이스 하부에 장착되는 데이터 입력수단인 키패드와; 상기 키보드 케이스를 지점으로 하여 휴대용 컴퓨터 본체가 소정각도
로 회전되도록 상기 키보드 케이스 상부에 설치되며 휴대용 컴퓨터 본체의 일측 지지부재에 착/탈되는 회전부재와; 상기
키패드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상기 휴대용 컴퓨터 본체로 전송될 수 있도록 상기 키패드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본체에 구비
된 커넥터와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 커넥터부와; 상기 키보드 장치가 상기 휴대용 컴퓨터 본체의 커버 측면과 결합시 상기
회전 부재가 상기 휴대용 컴퓨터 본체의 커버의 일측에 구비된 고정부재의 착탈편에 걸려 분리되지 않도록 상기 회전부재
일측에 형성된 키보드 결합돌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부재는, 상기 프론트 케이스의 배면에 놓여지는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와; 상기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의 배면에
형성된 안내 가이드 레일을 따라 회전 가능토록 결합되는 키보드 디스크 조립체와; 상기 상부 회전 가이드부재와 상기 키
보드 디스크 조립체를 상기 프론트 케이스의 배면에 형성된 보스에 나사로 결합시키며, 전면의 일정위치에 데이터 입력모
드 절환 스위치를 구비한 하부 회전 가이드부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닥킹 스테이션은 키보드가 탈/부착되는 휴대용 컴퓨터 본체의 커버 및 외측이 거치되며, 상기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본체의 화면모드를 랜드스케이프 모드 또는 포트레이트 모드로 변경되도록 회전되는 크래들부와;

무게 중심 플레이트를 통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크래들부의 무게를 지탱하는 스텐드부와;

상기 크래들부 저면 및 상기 스텐드부 상단에 양단이 결합되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거치된 크래들부를 지지하는
아암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크래들부는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안치되는 웹 패드 거치대와;

상기 웹 패드 거치대의 배면에 고정되는 거치대 리어커버와;

상기 웹 패드 거치대 및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의 소정위치에 각각 형성된 관통홀에 삽착 고정되며,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상기 웹 패드 거치대에 안착된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소정각도로 회전(원주방향)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
을 하는 회전 가이드 부재와;

상기 거치대 리어커버 내측에 고정되며, 분리 손잡이에 작용된 외부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단 캠 운동을 통해 상기 웹 패
드 거치대에 착설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을 탈리시켜 상호 분리되도록 하는 웹 패드 시스템 분리장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웹 패드 거치대는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의 가이드 상판이 삽착될 수 있도록 중앙에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면착되는 사각판상의 거치 플레이트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 거치 플레이트에 거치될 수 있도록 일정높이로 플레이트 외주변에 다수 형성된 거치 홀
더부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저면에 삽착되며,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 거치 플레이트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유
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 돌기부와;

상기 고정 돌기부 내측에 삽착 고정되며, 디스크 드라이브(확장기기)와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저면의 드라이브 소켓과 결합되는 드라이브 커넥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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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웹 패드 거치대에 거치된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상기 회전 가이드 부재를 통해 소정각도 이상으로 회전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상기 거치 플레이트 배면의 관통홀 외주면에 소정각도로 이격 형성된 각도 제한 돌기부와;

상기 거치 플레이트 배면의 관통홀 외주면에 고정되며, 상기 거치 플레이트의 회전에 의해 스위칭되어 상기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의 화면모드를 포트레이트 또는 랜드 스케이프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오리엔테이션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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