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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트위스트 회동 가능한 휴대형 전자기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휴대용 컴퓨터의 사시도.
제 2 도는 턴테이블부의 분해사시도.
제 3 도는 제 1 도의 상면도.
제 4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열린 위치에 세트될 때의 턴테이블부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
이블부의 저면도.
제 5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열린 위치에 세트될 때의 턴테이블부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
이블부의 측면도.
제 6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닫힌 위치에 세트될 때의 측면도.
제 7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닫힌 위치에 세트될 때의 턴테이블부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
이블 부의 저면도.
제 8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닫힌 위치에 세트될 때의 턴테이블부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
이블 부의 저면도.
제 9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트위스트 위치에 세트될 때의 상면도.
제 10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트위스트 위치에 세트될 때의 턴테이블부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이블부의 저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 : 본체
9 : 키보드

5 : 디스플레이유니트
19 : 턴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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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디스플레이 지지부

23,27 : 스토퍼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본체에 회동 가능하게 접속된 휴대형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스
플레이 유니트가 열린 위치에서 트위스트 회동 가능한 휴대형 전자기기에 관한 것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71,456호나 미합중국 특허 제 4,864,523호와 같이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본체에 대하여 회동 가능하게 접속된 휴대형 컴퓨터가 보급하고 있다. 이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유니트는 키보드를 덮는 닫힌 위치와 휴대형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한 열린 위치와의 사이에서 회동한다.
이들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유니트는 전후방향 밖에 회동하지 않으므로 예컨대 오퍼레이터의 근처
에 있는 사람에게 디스플레이면을 보일때는 본체의 각도를 바꾸든가 또는 오퍼레이터와 장소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본체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디스플레이면이 트위스트 회동 가능한 휴대형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스플레이면이 트위스트 회동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유니트의 닫힌 방향의 회
동이 규제되는 휴대형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휴대형 컴퓨터는 키보드와 본체에 대하여 트위스트 회전이 가능한 턴테이블 부재를 갖는 본체
와 턴테이블 부재를 개재하여 본체에 접속되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갖는다. 플랫 패널 디스
플레이 유니트는 키보드를 덮는 닫힌 위치와 키보드를 조작하기 위한 열린 위치와의 사이에서 회동이 가
능하다. 디스플레이 유니트는 턴테이블 부재에 의하여 열린 위치에 있어서 좌각도 및 우각도로 트위스트
회동이 가능하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제 1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를 열린 위치로 세트할
때의 휴대형 컴퓨터의 외관사시도이다.
휴대형 컴퓨터(1)는 본체(3)와 디스플레이유니트(5)를 갖는다. 본체(3)는 프론트부(7)에 키보드(9)와 래
치구멍(10)을 갖는다. 디스플레이유니트(5)는 디스플레이 스크린(11), 래치갈고리(12) 및 다리부(13)를
갖는다. 본체(3)는 리어부(15)의 중앙에 턴테이블부(17)를 갖는다. 턴테이블부(17)는 턴테이블(19)과 턴
테이블(19)에 고정된 U자 모양의 측벽부(21)와 디스플레이 스토퍼(23)를 갖는다. 디스플레이 유니트(5)
의 다리부(13)는 축스토퍼에 의하여 도면중 화살표 A로 표시하는 전후방향으로 세로회동이 가능하게 턴
테이블부(17)의 측벽(21)에 접속된다. 다리부(13)와 턴테이블(19)와의 사이에 본체(3)와 디스플레이 유
니트(5)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케이블을 가이드하기 위한 케이블 가이드 덕트(25)가 설치된다. 케
이블 가이드 덕트(25)는 미합중국 특허 제 4,864,523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제 2 도는 턴테이블부의 분해사시도이다.
턴체이블부(17)는 턴테이블(19)에 고정된 디스플레이 지지부(21)와 턴테이블(19)에 회동 가능하게 접속
된 디스플레이 스토퍼(23)와 턴테이블(19)에 슬라이드 가능하게 접속된 슬라이더(27)와 본체(3)에 고정
된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을 갖는다. 디스플레이 지지부(21)는 디스플레이 유니트(5)를 디스플레이 지지
부(21)에 전후방향으로 회동이 가능하게 접속하기 위한 축스토퍼의 축을 삽입하기 위한 구멍(22)을 갖는
다. 디스플레이 스토퍼(23)는 턴테이블(19)에 대하여 도면중 화살표 B방향으로 회동한다. 슬라이더(27)
는 턴테이블(19)의 배면에 설치된 제 1의 가이드 돌기를 안내하는 직선상의 홈(28)을 갖는다.
슬라이더(27)는 디스플레이 스토퍼(23)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도면중 화살표 C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한
다. 트위스트 가이드(29)는 턴테이블(19)의 배면에 설치된 제 2의 가이드 돌기를 안내하는 원호상의
홈(29)를 갖는다.
턴테이블(19)의 가이드 돌기가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을 이동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유니트(5)가 트위스트
회동한다.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은 디스플레이 유니트(5)가 열린 위치로 세트될 때에 디스플레이 유니
트(5)의 전후방향의 세로회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구(33)를 갖는다.
제 3 도는 제 1 도의 상면도, 제 4 도는 제 3 도에 있어서의 턴테이블부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
테이블부의 저면도이다. 제 5 도는 제 3 도에 있어서의 턴테이블부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이
블부의 측면도이다.
제 4 도에 보이는 열린 위치에 디스플레이 유니트(5)가 세트될 때 턴테이블부(17)는 제 4 도 또는 제 5
도에 도시한 위치에 세트된다. 슬라이더(27)의 홈(28)에 제 1의 가이드 돌기부(35)가 삽입된다. 트위스
트 가이드판(29)의 홈(31)에 제 2의 가이드 돌기부(37)가 삽입된다. 디스플레이 스토퍼(23)는 축(39)의
회전으로 도면중 B방향으로 회동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스토퍼(23)는 압압부(41)를 갖는다. 디스플레이 스토퍼(23)가 도면중 화살표 B방향으로 회동
할 때, 압압부(41)는 슬라이더(27)의 돌기부(43)를 도면중 화살표 C방향으로 민다. 턴테이블(19)과 슬라
이더(27)의 사이에는 코일스프링(45)이 설치된다. 코일스프링(45)은 슬라이더(27)를 도면중 화살표 D방
향으로 누르기 위한 힘을 발생한다. 제 4 도의 구멍(47)에 디스플레이 유니트(5)와 본체(3)를 전기적으
로 접속하기 위한 케이블이 배치된다. 슬라이더(27)는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의 홈(31)에 삽입되는 스토
퍼돌기부(49)를 갖는다.
오퍼레이터가 열린 위치에 세트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유니트(5)를 제 5 도중 화살표 A방향으로 회동하면
디스플레이 유니트(3)의 다리부(13)가 디스플레이 스토퍼(23)에 접촉하여 디스플레이 스토퍼(23)는 제 5
도중 화살표 B방향으로 회동한다. 디스플레이 스토퍼(23)가 화살표 B방향으로 회동하면 디스플레이 스토
퍼(23)의 압압부(41)가 슬라이더(27)의 돌기부(43)를 도면중 화살표 C방향으로 누른다. 돌기부(43)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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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표 C방향으로 눌리우면 슬라이더(27)는 홈(28)에 따라 화살표 C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한다.
슬라이더(27)가 도면중 화살표 C방향으로 이동하면 슬라이더(27)의 스토퍼 돌기부(49)가 트위스트 가이
드판(29)의 개구(33)에 삽입된다.
제 6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열린 위치에 세트될 때의 측면도이고, 제 7 도는 제 6 도에 있어서의 턴
테이블부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이블부의 전면도이다. 제 8 도는 제 6 도에 있어서의 턴테이
블부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이블부의 측면도이다.
오퍼레이터가 열린 위치에 세트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유니트(5)를 제 1 도에 도시되는 화살표 표시방향
으로 회동하면, 제 1 도에 도시되는 디스플레이 유니트(5)의 래치 갈고리(12)가 본체(3)의 래치구멍(10)
에 걸어맞춘다. 래치갈고리(12)와 래치구멍(10)의 걸어맞춤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유니트(5)는 본체(3)의
키보드(9)를 덮는 닫힌 위치에 세트된다. 제 7 도 및 제 8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유니트(5)
가 닫힌 위치에 세트될 때 슬라이더(27)의 스토퍼 돌기부(49)는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의 개구(33) 안에
위치한다. 오퍼레이터가 래치갈고리(12)와 래치구멍(10)과의 걸어 맞춤을 해제하고 디스플레이
유니트(5)를 제 6 도중 화살표 E방향으로 일으키면 디스플레이 유니트(5)의 다리부(13)와 디스플레이 스
토퍼(23)의 접촉이 해제된다. 다리부(13)와 디스플레이 스토퍼(23)와의 접촉이 해제되면 턴 테이블(19)
과 슬라이더(27)와의 사이에 설치된 코일스프링(45)의 힘에 의하여 슬라이더(27)는 제 7 도에 도시되는
위치에서 제 4 도에 도시된 위치로 복귀한다. 슬라이더(27)가 제 5 도에 도시된 위치로 복귀함으로써 디
스플레이스토퍼(23)는 제 8 도에 도시된 위치에 제 5 도에 도시된 위치로 복귀한다.
제 9 도는 디스플레이 유니트가 트위스트 위치에 세트되었을 때의 상면도이고, 제 10 도는 제 9 도에 있
어서의 턴테이블부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턴테이블의 저면도이다.
제 3 도에 도시되는 열린 위치에 세트된 디스플레이 유니트(5)를 오퍼레이터가 제 3 도중 화살표 F방향
으로 눌으면, 제 10 도에 도시된 턴테이블(19)의 제 2의 가이드 돌기부(37)가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의
홈(31)에 안내되고, 디스플레이 유니트(5)는 제 9 도에 도시된 트위스트 위치에 세트된다.
턴테이블부(17)가 제 10 도에 도시되는 위치에 세트되면 슬라이더(27)가 도면중 화살표 G방향으로 이동
하여도 슬라이더(27)의 스토퍼 돌기부(49)는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의 개구(33)내에 삽입되지 않는다.
스토퍼 돌기부(49)는 트위스트 가이드판(29)의 내벽(51)에 접촉하여 슬라이더(27)의 이동이 규제된다.
트위스트 위치에서 오퍼레이터가 디스플레이 유니트(5)를 닫힌 위치로 회동시키려해도 디스플레이 유니
트(5)의 전방향의 회동은 규제된다.
실시예에 있어서는 턴테이블(19)에 디스플레이 지지부(21)를 고정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유니트(5)가 트위
스트 회동하는바, 디스플레이 지지부(21)가 트위스트 회동 가능하다면 턴테이블(19)은 없어도 좋다.
또 본 발명은 휴대형 컴퓨터에 한정되지 않고 플랫패널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형 액정 텔레비젼
과 같은 전자기기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키보드(9)와 테이블 얹어 놓은부(29)를 갖는 본체(3)와 ; 상기 테이블 얹어 놓은부(29)에 트위스트 회동
이 가능하게 접속된 턴테이블(19)과 ; 상기 턴테이블(19)에 고정된 디스플레이 지지부(21)와 ; 상기 키
보드(9)를 덮는 닫힌 위치와 상기 키보드(9)를 조작하기 위한 열린 위치와의 사이에서 회동자재로 상기
디스플레이 지지부(21)에 접속되고 상기 턴테이블(19)에 의하여 상기 열린 위치와 상기 열린 위치에 대
하여 소정 각도로 뒤틀린 트위스트 위치와의 사이에서 트위스트 회동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유니트(5)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위스트위치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유니트(5)의 상기 닫힌 위치 방향의 회동을
규제하기 위한 스토퍼 수단(23,27)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수단(23,27)은 상기 디스플레이 유니트(5)의 회동에 의하여 회동하는 플
레이트(23)와, 상기 열린 위치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23)의 회동에 연동하여 슬라이드 이동하고 또 상
기 트위스트 위치에 상기 슬라이드 이동을 규제되는 슬라이더(27)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형 전자기기.
청구항 4
데이타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수단(9)를 갖는 본체(3)와 ; 상기본체(3)에 수평 회동이 가능하게 접속된
디스플레이 지지부(21)와 ; 상기 입력수단(9)를 덮는 닫힌 위치와 상기 입력 수단을 조작하기 위한 열린
위치와의 사이에서 수직회동이 가능하게 상기 디스플레이 지지부(21)에 의하여 상기 열린 위치와 상기
닫힌 위치에 대하여 소정 각도로 뒤틀린 트위스트 위치와의 사이에서 수평회동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유
니트(5)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트위스트 위치에서 상기 디스플레이 유니트(5)의 상기 수직방향의 회동을 규제
하는 규제수단(23,27)을 추가로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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