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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는 연성 표시부를 구비한 휴대 통신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휴대 통신 장치는 휴대 통신 장치에 있어
서, 본체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힌지부에 의해 연결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폴딩 하우징; 및 상
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비례하여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시
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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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본체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힌지부에 의해 연결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폴딩 하우징; 및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비례하여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
시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하우징의 길이 방향과 상기 힌지축은 평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성 표시부는 상기 본체 하우징에 롤링 상태로 장착되어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따
라서 회전하고, 그의 일단이 상기 폴딩 하우징에 연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4
휴대 통신 장치에 있어서,
본체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 일측단을 따라서 연장된 돌출부;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힌지부에 의해 연결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폴딩 하우징; 및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시부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 내에 상기 연성 표시부가 롤링 상태로 수용되고,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따라
서 상기 돌출부 내에서 인출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연성 표시부의 인출량은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량과 비례함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
대 통신 장치.
청구항 7
휴대 통신 장치에 있어서,
항시 노출되는 다수 개의 제1키들을 포함하는 본체 하우징;
고정 표시부를 구비하고,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힌지부에 의해 연결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폴딩 하우
징; 및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따라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시부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하우징은 그의 일측단을 따라서 돌출부가 연장되고, 상기 돌출부 상면에 상기 제1키
들이 길이 방향을 따라서 정렬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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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표시부는 상기 폴딩 하우징 외면에 장착되고, 상기 고정 표시부와 이웃하게 다수 개
의 제2키들이 더 배치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 내에 상기 연성 표시부가 롤링 상태로 수용되고,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따라
서 상기 돌출부 내에서 인출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연성 표시부의 인출량은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량과 비례함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
대 통신 장치.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연성 표시부는 플렉시블 엘씨디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8>

본 발명은 디엠비 폰, 게임 폰, 채팅 폰, 카메라 폰, MP3 폰, 셀룰러 폰(cellular phone), PCS,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HHP(Hand Held Phone) 등을 포함하는 휴대 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연성 표
시부를 구비한 폴딩형 휴대 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9>

휴대 통신 장치는 휴대성을 고려하여 소형화, 슬림화, 그립화 및 경량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화 방향,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오락 또는 동영상 시청 등을 포함하는 엔
터테이먼트 콘텐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0>

미래에는 휴대 통신 장치는 단순한 음성 통화 뿐만 아니라, 영상 통화, 게임, 인터넷, 카메라 등을 포함하는 다
기능 복합화 추세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보편화된 휴대 통신 장치는 휴대성이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외형에 따라서 바-형(bar-type) 또는 폴딩형
(folder-type) 통신 장치로 분류된다. 바-형 통신 장치는 단일 본체 하우징이 바-형으로 구성되어 데이터 입출
력 장치, 안테나 장치, 송수신 장치 등이 장착된 구성을 의미하고, 폴딩형 통신 장치는 단일의 바-형 본체 하우
징에 폴더 하우징이 힌지부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어 접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폴
딩형 휴대 통신 장치는 힌지부에 의해 본체에 폴더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본체 하우징쪽
에 키들이 배치되고, 폴딩 하우징 쪽에 표시부가 배치되는 구조여서, 소형화 및 휴대성에 유리한 이점이 있다.

<12>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는 본 출원인에 의해 기출원된 미국 특허등록번호 제6,865,406호에 개시되었다.

<13>

그러나, 종래의 휴대 통신 장치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표시부는 본체 하우징에 고정식으로 장차되고, 고정된
크기에서 각종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는 구조여서, 디엠비 모드나 티브이 모드 또는 브이오디 모드에서와 같은
각동 동영상 시청 시에 시각적으로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즉, 표시부에서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보기 불편한 단점이 있다.

<14>

물론, 휴대 통신 장치의 전체 사이즈를 크게 하여 광폭의 표시부를 장착하고, 보다 많은 키들을 배치하면 상기
언급된 문제점들의 극복이 가능하지만, 소형화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대형화되면 휴대가 불편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5>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협소한 공간에 실장가능한 연성 표시부를 구비한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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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체 하우징이 소형이면서도 본체 하우징보다 큰 광폭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17>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디미디어 환경에서 시각적 인터페이싱 환경을 개선한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를 제
공함에 있다.

<18>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종 동영상 시청과 관련된 모드들에서 광폭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하여 편리한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19>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 통신 장치에 있어서,

<20>

본체 하우징;

<21>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힌지부에 의해 연결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폴딩 하우징; 및

<22>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비례하여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
시부를 포함한다.

<23>

또한, 본 발명은 휴대 통신 장치에 있어서,

<24>

본체 하우징;

<25>

상기 본체 하우징 일측단을 따라서 연장된 돌출부;

<26>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힌지부에 의해 연결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폴딩 하우징; 및

<27>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따라 상기 돌출부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시부를 포
함한다.

<28>

또한, 본 발명은 휴대 통신 장치에 있어서,

<29>

항시 노출되는 다수 개의 제1키들을 포함하는 본체 하우징;

<30>

고정 표시부를 구비하고,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힌지부에 의해 연결되어 힌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폴딩 하우
징; 및

<31>

상기 폴딩 하우징의 회전에 따라 상기 본체 하우징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시부
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2>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
에 있어,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
략한다.

<33>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 통신 장치는 본체 하우징(100)과, 상기 본체 하우징
(100)에서 힌지부(300)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연결되어 힌지축(A1,A2)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폴딩 하우징(200)과,
상기 폴딩 하우징(200)의 회전에 따라서 상기 본체 하우징(100)에서 인출되어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는
연성 표시부(400)를 포함한다. 상기 본체 하우징(100)의 길이 방향과 상기 폴딩 하우징(200)의 길이 방향은 상
기 힌지축(A1,A2)과 평행하다. 상기 연성 표시부(400)는 플렉시블 액정 표시 장치로 구성되어서 롤링 상태로 설
치가능하고, 롤링 상태에서 펼쳐지는 방식으로 개방가능하다. 상기 힌지부(300)는 이축 힌지로서, 제1,2힌지축
(A1,A2)을 제공한다. 상기 제1,2힌지축(A1,A2)은 서로 평행하다.

<34>

상기 본체 하우징(100)은 일측단을 따라서 연장된 돌출부(110)를 구비한다. 상기 돌출부(110)는 상기 본체 하우
징(100) 상면에서 소정 높이로 돌출되어 상기 감긴 상태의 연성 표시부(400)가 수용된다. 상기한 연성 표시부
(400)의 장착 상태가 도 8에 도시되었다.

<35>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연성 표시부(400)는 상기 본체 하우징(100), 구체적으로 상기 돌출부(110)에 감
긴 상태로 장착되어 상기 폴딩 하우징(200)의 회전에 따라서 상기 돌출부(110) 내에서 인출된다. 상기 연성 표
시부(400)는 단부가 상기 폴딩 하우징(200)에 연결되어 고정된다. 즉, 상기 폴딩 하우징(200)의 회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일단부에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단이 고정된다.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감긴 상태에서
그의 회전축에는 탄성체가 설치되어 폴딩 하우징(200)이 닫히면, 자동으로 상기 돌출부(110) 내로 상기 탄성체

- 4 -

공개특허 10-2008-0064424
의 복원력에 의해 인입된다.
<36>

도 5는 상기 폴딩 하우징(200)의 개폐 동작에 따른 연성 표시부(400)의 인출 상태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들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인출량은 상기 폴딩 하우징(200)의 회전량과 비례
한다. 즉, 상기 본체 하우징(100)에 상기 폴딩 하우징(200)이 닫힌 상태이면,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인출량
은 없고, 상기 본체 하우징(100)에서 상기 폴딩 하우징(200)과 완전히 열린 상태이면,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인출량은 최대가 된다.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최대 인출 상태가 도 4에 도시되었다. 이런 상태는 광폭의 표
시부를 제공한다. 상기 폴딩 하우징(200)이 점차적으로 회전량이 많아 질수록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인출량
도 점차적으로 커지게 된다.

<37>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돌출부(110)는 상면에 다수개의 제1키들(120)이 길이 방향을 따라서 정렬된다.
상기 제1키들(120)은 항시 노출된다. 상기 폴딩 하우징(200)은 외면(201)에 고정 표시부(210)와, 상기 고정 표
시부(210)와 이웃하게 다수 개의 제2키들(220)이 배열된다. 상기 제2키들(220)은 터치 키로 구성될 수 있다. 상
기 제2키들에는 OJ(optical joystick) 센서(222)가 배치된다.

<38>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 하우징(100)의 양 측단에 제3키들(122)이 배치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 하우징(100) 저면에는 카메라 렌즈(130)가 배치된다.

<39>

도 2,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폴딩 하우징(200)이 약 90도 정도 회전하면, 상기 연성 표시부(400)의 디
스플레이 화면은 경사진 상태가 된다. 아울러,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폴딩 하우징(200)이 약 180도 정
도 회전하면, 상기 연성 표시부(400)는 최대로 그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개방되어서 상가 본체 하우징(100) 및
폴딩 하우징(200)과 대면한 상태가 된다. 도 1은 폰 모드에서 사용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도 2 내지 도 4는 각
종 동영상 시청이 편리한 상태를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40>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휴대 통신 장치는 연성 표시부를 구비하여서 협소한 실장 공간에
광폭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달성하였고, 구조적으로 본체 하우징이 연성 표시부를
지지하게 되어서 시각적 안정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향후 멀티미디어 시대
에 시각적 인터페이싱 환경을 개선하게 되었고, e-book, 네비게이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2>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의 폴딩 하우징이 회전하면서 연성 표시부가 인출된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3>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의 연성 표시부가 완전히 인출되어 디스플레되는 영역이 개방된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폴딩형 휴대 통신 장치의 여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각각 나타내는 사시도.

<5>

도 6은 도 4의 정면도.

<6>

도 7은 도 4의 저면도.

<7>

도 8은 도 1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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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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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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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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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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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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