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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보드(24) 및 디스플레이(30)를 포함하는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키보드는 장치로의 데이

터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디스플레이는 정보 출력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는 키보드를 숨기는 제1 위치, 및 키보드

를 통해 데이터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키보드가 노출되는 제2 위치를 가진다. 디스플레이는 제1 위치 및 제2 위치 모

두에서 사용자가 볼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전자 장치, 디스플레이, 키보드, 키패드, LCD, PDA, 팜 PC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키보드 또는 키패드를 통해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디스플레이 출력을 제공하는 전자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스플레이 출력을 사용하는 전자 장치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팜 PC(3COM에서 제조된 Palm Pilot 

장치와 같은), 스틸 및 비디오 카메라, 양방향 페이저(two-way pager) 등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에, 사용자가 디스플

레이된 데이터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몇몇 네비게이션 버튼(navigation buttons)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전자 

장치들은 키보드/키패드 및 디스플레이 출력을 모두 허가하지 못하는 공간적(real estate)(즉, 영역(area)) 한계를 가

질 수 있다. 특히, 핸드헬드(handheld) 장치는 이러한 공간적 제약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장치가 공간적 제약을 가지면서 키보드/키패드 및 디스플레이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절충이 이루어진다

. 하나의 해결책은 이미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터치 스크린 LCD를 사용하는 것이다. 키보

드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 가상 키보드가 터치 스크린 LCD 상에 디스플레이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지 디스플레이

를 위해 사용될 터치 스크린 LCD의 일부를 제한한다(이것은 가상 키보드가 역시 디스플레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의 해결책으로는 일측은 디스플레이 출력을 가지며 다른 측은 키보드를 갖는 힌지드(hinged) 장치가 있다. 이 형

태의 장치는 키보드로부터의 입력, 및 데이터 및/또는 이미지의 동시 디스플레이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힌지

드 장치가 닫혀지면,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출력으로부터 디스플레이된 정보를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장치는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한다. 키보드는 장치로의 데이터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디스플레이

는 정보 출력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가 키보드를 숨기는 제1 부분과, 키보드를 통해 데이터 입력이 가

능하도록 키보드가 노출되는 제2 부분을 구비한다.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의 제1 부분 및 제2 부분을 모두 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판독 모드시의 전자 장치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2는 풀(full) I/O 모드시의 전자 장치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부분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4는 도3의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응하는 베이스 부분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5는 플렉서블 커넥터(flexible connector)를 이용하여 전자 장치의 베이스 부분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6은 슬라이딩 기계적 유도장치(sliding mechanical guide)를 이용하여 베이스 부분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디스플레

이 부분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7a 및 도7b는 키보드를 노출하도록 디스플레이 부분을 회전가능하게 이동하게 하는 로드를 통해 베이스 부분에 연

결된 디스플레이 부분을 포함하는 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8a 내지 도8c는 암(arm)을 이용하여 베이스 부분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디스플레이 부분의 일실시예를 여러 시각으

로 도시한 도면으로써, 도8a 및 도8b는 측면도이고, 도8c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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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키보드를 숨길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진 전자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판독 모드(read mode)"시, 디스플레이는 사

용자에게 보여지지만, 키보드는 숨겨져 있다. 이 모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데이터 및 이미지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

게 한다. 디스플레이가 "풀 I/O(입력/출력) 모드"로 이동하면,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사용자가 볼 수 있지만, 키보드는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는다. 이 모드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로부터 정보 출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통

해 정보를 입력 할 수 있게 한다.

도1은 디스플레이(20) 및 조정 버튼(22)을 가진 종래의 전자 장치(10)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20) 상에서 정보를 볼 수 있고, 조정 버튼(22)은 제한된 입력을 데이터를 통해 스크롤링(scrolling) 할 수 있게 한다. 

디스플레이된 정보는 그림 정보(pictorial information)(이미지) 또는 텍스트 정보(textual information)(이름, 약속 

등)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판독 모드"는 도1의 종래 기술과 동일하게 동작한다. 이 판독 모드는 사용자가 전자 장치(10)로부터 정보 

및 이미지를 편리하게 액세스하도록 한다.

도2는 "풀 I/O 모드"시의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드는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키보드/키패드(24)를

숨기지 않도록 디스플레이(20)를 이동시킴으로써 달성된다. 키보드/키패드(24)는 타자기 또는 컴퓨터 키보드에서와 

같은, 모든 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를 포함한 전체 문자 세트를 제공할 수 있거나, 또는 터치-톤 전화기의 키패드와 

같은 간략화된 문자 세트를 제공할 수 있다. 키보드라는 용어는 전체 문자 세트 키보드, 또는 특정 버튼의 선택이 문자

(수문자식(alphanumeric) 또는 특수 문자)의 입력에 대응하는 전체 문자 세트 키보드의 어떤 서브세트를 가리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판독 모드 및 풀 I/O 모드 양쪽에서,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출력을 볼 수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 부분(30)의 일실시예를 보여주고, 도4는 본 발명의 대응하는 베이스 부분(32)의 일실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디스 플레이 부분(30) 및 베이스 부분(32)은 디스플레이 부분(30)과 베이스 부분

(32) 사이에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몇몇 전기 콘택(40)을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부분(30)은 LCD(liquid crystal display)이고, 베이스 부분(32)은 프로세서, 메모리 및 전

원(배터리)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안의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메모리 및/또는 전원은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이동될 수

있다. 또한 전원이 외부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부분(30)은 SPI . 직렬 버스 또는 I 2 C . 직렬 버스와 같은, 직렬 커넥션을 통해 베이스 부

분(32)에 연결된다. (SPI는 모토로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의해 주변 상호접속 표준으로 개발된 직렬 버스이고, I 2 C는 

필립스에 의해 개발된 직렬 버스임)

도5는 전자 장치(10)의 베이스 부분(32)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디스플레이 부분(30)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리본 케이블(42)과 같은 플렉서블 커넥터가 디스플레이 부분(30)과 베이스 부분(32) 사이에 연결된다

. 모서리(44)를 따라 홈(grooves)과 같은 기계적인 유도장치(46)가 판독 모드와 풀 I/O 모드 사이에서 디스플레이 부

분(30)이 미끄럼가능하게(slidably)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기계적인 유도장치 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

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롤러(rollers) 또는 볼 베어링(ball bearings)이 사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보드를 드러내기 위해 아래쪽이 기계적 유도장치 내에서 이동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부분(30)의 위쪽이

올라간다.

도7a 및 도7b는 키보드(24)가 드러나도록 디스플레이 부분(30)을 회전가능하게 이동시키는 로드(rod)(50)를 통해 베

이스 부분(32)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부분을 포함하는 장치의 대안적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부분(30)은

회전가능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곡선형 면(side)을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부분(30)과 베이스 부분(32) 사이의

전기적인 커넥션은 로드(50)를 통해 라우팅될 수 있다.

도8a 내지 도8c는 암(60)을 이용하여 베이스 부분(32)에 기계적으로 연결된 디스플레이 부분(30)의 대안적 실시예를

보여주고 있다. 암(60)은 디스플레이 부분(30)이 다른 위치로 위치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구부려질 수 있고 회전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부분(30)으로부터 베이스 부분(32)까지의 전기적인 커넥션은 암(60)에서 내부적으로 라우팅된

다.

도8a는 확장가능한 암(60)을 가진 장치의 측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판독 모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 부분(30)은 점선

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부분(32) 내에 맞는다. 디스플레이 부분(30)은 또한, 도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

레이가 사용자를 향하도록 위쪽으로 확장되어 회전될 수 있다. 도8c는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선회축(pivot)(62)에 대

해 회전된 디스플레이 부분(30)의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실시예에서, 콘택 또는 센서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시야 방향으로 정보가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부분(30

)의 위치를 검출한다. 예를 들어, 도7b의 풀 I/O 위치에서, 장치는 도7a의 판독 모드와 반대인 방향으로 정보를 디스

플레이해야 할 것이다. 유사하게, 도8a 내지 도8c에 도시된 장치는 디스플레이 부분(30) 의 방향을 검출해야 한다. 이

것은 암(60)의 선회축 포인트의 회전각을 검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키보드를 통해 여러 상이한 장치로의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일실시예에서, 양방향 페이저 또는

셀룰러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와 같은 송신기는 키보드를 통해 장치로 문자의 입력에 대응하는 신호를 통신하도록 

추가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틸 또는 비디오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서와 같은 광학 시스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하도록 추가된다.

이와 같이 키보드를 숨긴 디스플레이를 갖는 전자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앞의 명세서에서 본 발명은 특정한 예시적

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은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시적인 의미로 간주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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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치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 상기 디스플레이는 키보드를 숨기고 있는 제1 위치, 및 데이터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키보드가 노출되는 제2 위치를 가지며, 상기 디스플레이는 상기 제1 위치 및 제2 위치의 양쪽에서 사용자

에게 보여질 수 있음 - ; 및

상기 키보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상의 방향으로 상기 디스플레이를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2 위치사이에서 이

동시키는 적어도 두개의 슬라이딩 메커니즘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키보드의 하나의 키의 선택은 상기 장치로의 하나의 문자의 입력을 초래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키보드를 통해 상기 장치로의 문자 입력에 대응하는 신호를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송신기

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양방향 페이저(two-way pager)인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셀룰러 전화인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한 광학 시스템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정보는 텍스트 정보(textual information)인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정보는 그림 정보(pictorial information)인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기계적인 유도장치(mechanical guide) 내에서 슬라이딩함으로써 상기 제1 위치와 상기 제2 위치 

사이를 이동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프로세서, 메모리 및 상기 키보드를 포함하는 베이스 부분 - 상기 베이스 부분은 여러 방향으로 선회하는 암(arm)을 

통해 상기 디스플레이에 연결됨 -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를 상기 키보드에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부착 수단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3.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

뷰잉 표면(viewing surface)을 갖는 디스플레이 - 상기 디스플레이는 제1 모드에서는 상기 키보드를 숨기고, 제2 모

드에서는 상기 키보드를 노출시키도록 이동 가능하고, 상기 뷰잉 표면은 상기 제1 모드 및 상기 제2 모드 양쪽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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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질 수 있음 - ; 및

상기 키보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상의 방향으로 상기 디스플레이를 상기 제1 모드와 상기 제2 모드사이에서 이

동시키는 슬라이딩 메커니즘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인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키보드는 숫자(numeric) 키보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키보드의 하나의 키의 선택은 상기 장치로의 하나의 문자의 입력을 초래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텍스트 및 그림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가 상기 제1 모드에 있는지 또는 상기 제2 모드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위치 검출기

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9.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

뷰잉 표면을 가진 LCD - 상기 LCD는 상기 뷰잉 표면이 사용자에게 보여질 수 있게 유지하면서, 제1 모드에서는 상

기 키보드를 숨기고, 제2 모드에서는 상기 키보드를 노출시키도록 이동 가능함 - ; 및

상기 키보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상의 방향으로 상기 LCD를 상기 제1 모드와 상기 제2 모드사이에서 이동시키

는 슬라이딩 메커니즘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키보드의 하나의 키의 선택은 상기 장치로의 하나의 문자의 입력을 초래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키보드를 통해 상기 장치로의 문자 입력에 대응하는 신호를 무선으로 통신하기 위한 송신기

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양방향 페이저인

장치.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셀룰러 전화인

장치.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한 광학 시스템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5.
디스플레이는 볼 수 있지만 키보드는 액세스할 수 없는 판독 모드, 및 상기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 상기 디스플레이

가 상기 키보드로의 액세스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풀 I/O 모드를 갖는 장치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상기 판독 모드로부터 상기 풀 I/O 모드로 상기 디스플레이를 이동시키는 단계 - 상기 디스플레이를 이동시키는 단계

는 상기 키보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상의 방향으로 상기 디스플레이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함 - ; 및

상기 키보드를 통해 문자를 입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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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를 이동하는 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를 미끄럼가능하게(slidably) 이동시킴으로써 수행되고, 상기 디

스플레이의 일부분은 기계적인 유도장치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를 이동하는 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를 회전가능하게 이동시킴으로써 수행되고, 상기 디스플레이는 

선회축 포인트에 대해 회전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를 이동하는 단계는 상기 디스플레이를 상기 장치에 연결하는 암을 조정함으로써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디스플레이의 위치 검출에 기반하여 상기 디스플레이의 출력의 방향을 조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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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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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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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8a

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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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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