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G06F 1/16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8월05일

10-0491933

2005년05월19일

(21) 출원번호 10-1997-0050736 (65) 공개번호 10-1998-0032456

(22) 출원일자 1997년10월01일 (43) 공개일자 1998년07월25일

(30) 우선권주장 08/725,527 1996년10월03일 미국(US)

(73) 특허권자 휴렛-팩커드 컴퍼니(델라웨어주법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우편번호 94304) 팔로 알토 하노버 스트리트 3000

(72) 발명자 트랜 투안 에이

미국 오레곤주 97321 알바니 싸우스 쇼어 #8 3265

헤롯 쟈크 에이취

미국 오레곤주 97330 코발리스 싸우스웨스트 힐우드 플레이스 3492

(74) 대리인 김창세

장성구

심사관 : 이은혁

(54) 포터블컴퓨터

요약

  노트북 컴퓨터(10)는 분리가능한 디스플레이(14/140)를 갖고 있다. 디스플레이와 일체인 지지체(26/30/34)는, 컴퓨터의

메인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동안 디스플레이를 지지한다. 대안적으로, 개별 높이 조정 스탠드(136)가 사

용되어 분리된 디스플레이를 지지한다. 디스플레이는 시스템 유닛에 부착된 동안 체결된 상태와 비체결된 상태를 갖는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유닛은 개방 위치와, 체결된 동안의 폐쇄 위치 사이에서 작동 및 회전 가능하다. 부착되어 있을 지라

도, 디스플레이는 비체결된 동안에 폐쇄된 위치를 이룰 수 없다. 일체식 스탠드(34)의 일 형상에 있어서, 2개의 지지 구조

체(81)는 뷰잉면에 대해 다중 자유도로 독립적으로 회전가능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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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의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의 사시도,

  도 4는 도 1 또는 도 2의 지지체용 지지 힌지의 분해도,

  도 5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부착 및 체결된 개방 위치에서의 노트북 컴퓨터의 사시도,

  도 6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부착 및 비체결된 개방 위치에서의 노트북 컴퓨터의 사시도,

  도 7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으로부터 분리된 노트북 컴퓨터의 사시도,

  도 8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으로부터 분리된 노트북 컴퓨터의 사시도,

  도 9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체결된 위치에서의 도 7의 로킹 메카니즘의 다이아그램,

  도 10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비체결된 위치에서의 도 7의 로킹 메카니즘의 다이아그

램,

  도 11은 도 8의 로킹 메카니즘 및 도 8의 디스플레이 힌지의 포스트의 부분 분해도,

  도 12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폐쇄 위치가 되지 않게 하는 도 1, 도 2 또는 도 3의 노트북 컴퓨터의 측면도,

  도 13은 도 1, 도 2 또는 도 3의 디스플레이 유닛사이의 관계 및 디스플레이 유닛이 폐쇄 위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로킹

메카니즘을 도시하는 다이아그램,

  도 14는 도 1 및 도 2의 디스플레이 유닛 및 지지 힌지의 부분도로서 도 1 내지 도 3의 디스플레이 힌지의 분해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 스탠드의 사시도,

  도 16은 도 15의 디스플레이 스탠드의 측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 10" : 노트북 컴퓨터

  12 : 시스템 유닛

  14, 14', 14", 24, 140 : 디스플레이 유닛

  22 : 디스플레이 패널

  44, 110, 158 : 힌지

  50 : 지지 평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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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평판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포터블 컴퓨터에 관한 것이며, 특히 분리가능한 평판 디스플레이 및 지지체에 관한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 및 컴퓨터 워크 스테이션은 몇몇 다른 프로세서(예를 들면, 80386, 80486, 586,

PENTIUMTM,PowerPCTM, Alpha) 및 작동 시스템(예를 들면, DOS, Windows 95, Windows NT, UNIX, MAC-OS, OS/

2)중 하나를 포함한 많은 다른 구성에서 입수할 수 있는 대중적인 컴퓨터 시스템 구조이다. 크기에 따라 다른 카테고리는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및 팜탑(palm-top) 또는 핸드-헬드 컴퓨터를 포함한다. 랩탑, 노트북 및 팜

탑 또는 핸드-헬드 컴퓨터는 또한 포터블 컴퓨터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는 시스템 유닛,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를 포함한다. 시스템 유닛은 중앙 처리 유닛을 구비한 마더보드(motherboard)와 같은 필수 회로, 파워 서플라이 및

데이타 저장 장치(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광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한다. 데스크탑

컴퓨터 구조에 있어서, 시스템 유닛 및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는 통상 물리적으로 별개의 유닛이다.

  포터블 컴퓨터는 사용자가 쉽게 휴대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구조이다. 전형적으로, 마더보드,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는 포터

블 구조에 있어서 공통 케이스내에서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노트북 컴퓨터는 통상 힌지 결합 관계로 영구 부착된 디스플

레이 하우징 및 키보드 하우징을 구비한다. 평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하우징내에 장착된다. 키보드, 마더보드, 데이

타 저장 유닛(들), 확장 슬롯 및 I/O 포트는 키보드 하우징내에 장착된다. 종래의 노트북 컴퓨터는 표준 종이 시트[예를 들

면 21.6㎝ × 27.9㎝(8.5인치 × 11.0인치)]의 사이즈이다. 이러한 노트북 컴퓨터의 통상적인 두께는 4.5㎝ 내지 6.0㎝이

다.

  노트북 컴퓨터 케이스의 장점중 하나는 이 컴퓨터를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키보드 하우징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하우징의 걸쇠를 풀고(unlatch), 디스플레이 하우징을 개방 위치로 회전시키고, 컴퓨

터를 켠다. 디스플레이, 키보드 및 메인 회로가 일체화된 특성은 운반성을 향상시킨다.

  노트북 컴퓨터 케이스의 인체공학적 단점중 하나는 사용자가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운반성을 개선하는 동일한 특징은 인체공학적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및 키보드가 컴퓨터 케이스

에 고정되면, 사람은 키보드 입력이 편안하거나 또는 뷰잉(viewing)에 편안한 위치로 컴퓨터를 위치시킬 수 있지만, 통상

적으로 키보드 입력 및 뷰잉 양자가 모두 편안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사람은 사용자 손목과 상부 본체 사이의 거리가 키

보드 입력에 편안하도록 컴퓨터를 위치시킬 수 있다. 편안한 뷰잉 위치는 보는 사람의 시선이 디스플레이 스크린과 직각을

이뤄야 한다. 컴퓨터 위치가 설정되면,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를 시선에 직각을 이루도록 회전시킨다. 이러한 뷰잉 배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컴퓨터 기부에 대해 30°내지 45°의 각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각도 설정은 종종

눈부심을 야기하여 사용자의 뷰잉성을 악화시킨다. 디스플레이가 반사를 방지하도록 기울어지고,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하여금 시선과 직각을 이루지 않도록 배향되도록 하면, (예를 들면 대형 LCD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상이한 칼라 및 콘트

라스트가 스크린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서 감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뷰잉의 편안함이 감소되다. 선택적으로는, 사용자는

눈에 편안한 거리 및 높이에 컴퓨터를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의 손목이 불편한 위치에 있게 되고 불편한

거리에 컴퓨터가 위치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은 부가적인 포트(port)를 제공하여 별개의 풀 사이즈 키보드 또는 별개의 CRT 디

스플레이를 플러그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노트북 컴퓨터를 사무실에서 풀-타임 컴퓨터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개별 키보드 또는 디스플레이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는 분리가능한 디스플레이 및 스탠드를 갖고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분리

가능한 디스플레이는 노트북 컴퓨터의 메인 시스템 유닛으로부터 분리하여 디스플레이를 지지하기 위한 일체식 지지체/스

탠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분리된 디스플레이를 지지하기 위해 별개의 높이 조절식 스탠드가 사

용된다.

  노트북 컴퓨터는 시스템 유닛 및 디스플레이 유닛을 포함한다. 시스템 유닛은 키보드, 중앙 처리 유닛 및 데이타 저장 장

치(들)를 내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뷰잉하기 위한 개방 위치와 디스플레이 패널이 시스템 유

닛에 지지되는 폐쇄 위치 사이에서 시스템 유닛에 대해 접힐 수 있는 분리가능한 평판 디스플레이 유닛이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디스플레이 하우징, 평판 디스플레이 및 지지체를 포함한다. 평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하우징에 장착되고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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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면을 규정한다. 지지체는 디스플레이 하우징에 힌지 결합되고 지지 평면을 규정한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시스템 유닛으

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지지체상에 지지된다. 디스플레이 하우징은 지지체에 대해 회전하여, 뷰잉면과 지지 평면 사이의

조정가능한 각도를 규정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시스템 유닛에 디스플레이 유닛을 체결하기 위한 구조체가 제공된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체결된 동안에 시스템 유닛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유닛은 체결된 동안에 개방 위치와 폐쇄 위치사

이에서 작동 및 회전가능하다.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부착된 동안에 체결 또는 분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

부가 있다. 한 가지 구성에 있어서, 랫치가 컴퓨터 케이스의 측벽을 지나 돌출하여,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케이스에 체결되

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비체결된 동안에 폐쇄 위치를 형성할 수 없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분리가능한 디스플레이와 함께 별개의 디스플레이 스탠드가 사용된다. 디스플레이 스

탠드는 기부와, 디스플레이 유닛이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부착되는 수납부와, 기부와 수납부 사이의 아암을 포함한다. 기부

는 지지 평면을 규정한다. 아암은 디스플레이 유닛을 뷰잉하기 위한 조정가능한 높이를 규정하도록 지지 평면에 대해 회전

한다. 케이블은 디스플레이 유닛과 시스템 유닛사이에서 신호 전달을 유지하도록 포함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 뷰잉 평

면의 배향은 디스플레이 유닛에 대해 조정가능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장점은 사용자가 노트북 컴퓨터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컴퓨터 운반성을

손상시킴이 없이 인간공학적 편안함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장점은 컴퓨터를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동안에 프리젠

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보다 편리한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달성된다. 별개의 스탠드 실시예에 관한 장점은 사용자가 분리

된 디스플레이의 뷰잉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실시예와 장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해서 기

술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 내지 도 3은 본 발명의 세 가지 다른 실시예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10, 10', 10")를 도시한 것이다. 각 실시예에서, 노

트북 컴퓨터(10, 10', 10")는 시스템 유닛(12) 및 분리가능한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을 포함한다. 시스템 유닛(12)

은 하우징(16), 키보드(18), 중앙 처리 장치(도시하지 않음), 포인팅 장치(20), 클릭킹 장치(21) 및 대용량 기억장치(도시하

지 않음)를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시스템 유닛(12)은 또한 하나 이상의 확장 슬롯, 다양한 I/O 포트 및 팩스/모뎀 또

는 플러그인 PC 카드 중 임의의 것을 하나 이상 포함한다.

  각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은 평면 디스플레이 패널(22), 디스플레이 하우징(24) 및 일체식 지지체를 포함한다. 사

용 동안에, 시스템 유닛(12) 및 디스플레이 유닛(14)은 공통 또는 별개의 표면(S)상에 위치한다. 도 1을 참조하면, 평면 지

지체(26)는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길이에 걸쳐 연장하며, 디스플레이 하우징(24)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 도 2

를 참조하면, 2개의 이격된 지지체(30)가 디스플레이 하우징(24)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 평면 지지체(26) 및 2개

의 이격된 지지체(30)는 각각 디스플레이 하우징(24)에 대해 접히거나 포개어진다. 도 3을 참조하면, 2개의 지지체(34)는

디스플레이 하우징의 하부 모서리(edge)에 결합되어 있고, 다중 자유도로 디스플레이 유닛의 평면에 대해 회전한다. 케이

블(38), 광섬유(40) 또는 다른 통신 링크(예를 들면 적외선)는 분리된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과 시스템 유닛(12) 사

이에 신호 경로를 제공한다.

  일체식 지지체 예

  도 1의 실시예를 참조하면, 지지체(26)는 하나의 연장부(42) 및 한 쌍의 힌지(44)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힌지(44)는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하부 모서리(52)에 위치된다. 연장부(42)는 디스플레이 하우징(24)으로부터 표면(S)

쪽으로 외측 및 하방으로 회전한다. 연장부(42)는 충분한 길이 및 폭의 지지 평면(50)을 규정하는 기부로서 작용하여, 사용

을 위해 분리되어 셋업될 때 디스플레이 유닛(14)을 안정되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연장부(42)는 성형 플라스틱으로 성형

되며,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길이 및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높이의 적어도 1/2에 해당하는 폭으로 연장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힌지(44)는 하부 모서리(52)로부터 떨어져서, 바람직하게는 상부 모서리(64)와 디스플레이 하우징(24)

을 포함한 중간 높이 사이의 영역내에 위치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연장부(42)는 하부 모서리(52)로부터 외측으로

회전하여 다리(leg)를 규정한다. 그리하여 지지 평면(50)은 다리의 길이부를 따라 존재한다. 일 실시예에서, 지지 평면(50)

과 디스플레이 패널(22)에 의해 규정되는 뷰잉면 사이의 각도는 조정될 수 있다.

  도 2의 실시예를 참조하면, 지지체(30)는 한 쌍의 연장부(66) 및 각각의 힌지(44)를 포함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힌지(44)는 디스플레이 하우징 연장부의 하부 모서리(52)에 위치된다. 연장부(66)는 디스플레이 하우징(24)으로부터 표면

(S)을 향해 외측 및 하방으로 회전한다. 연장부(66)는 지지 평면(50)을 규정한다. 연장부(66)인 다리는 사용을 위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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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셋업될 때 디스플레이 유닛(14)이 안정되도록 충분한 길이로 충분히 멀리 위치된다. 일 실시예에서, 연장부(66)는 성형

플라스틱으로 성형되고,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길이로 연장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높이의 적어도 1/2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힌지(44)는 하부 모서리(52)로부터 떨어져서, 바람직하게는 상부 모서리(64)와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을 포함한 중간 높이 사이의 영역내에 위치된다. 이러한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연장부(42)는 하부

모서리(52)로부터 외측으로 회전하여 다리를 규정한다. 그리하여 지지 평면(50)은 다리의 길이부를 따라 존재한다. 일 실

시예에서, 지지 평면(50)과 디스플레이 패널(22)에 의해 규정되는 뷰잉면 사이의 각도는 조정될 수 있다.

  각각의 지지 힌지(44)는 디스플레이 하우징(24)에 대해 1의 자유도로 연장부(42, 66)가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디

스플레이 하우징(24)과 패널(22)의 중량하에서 지지 평면(50)과 뷰잉면 사이의 일정한 각도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지 힌지

(44)의 운동에 대한 충분한 저항성이 존재한다. 도 4는 지지 힌지(44)의 분해도이다. 각 힌지(44)는 캡(72)과 힌지 하우징

(74) 사이에 끼워맞춰진 플라스틱 튜브(70)를 포함한다. 핀(76)은 디스플레이 하우징(24)으로부터 돌출하며, 튜브(70)에

정합하여, 지지체(26/30)를 위한 회전축(78)을 규정한다. 스프링(77)은 스프링 단부(79)에서 플라스틱 튜브(70)에 접촉한

다. 단부(79)는 튜브(70)에 대해 고정되어 있고, 튜브(70)(도 4 및 도 12 참조)와 함께 이동한다. 특히, 스프링은 디스플레

이 하우징(24) 및 패널(22)의 중량에 저항하는 저항력을 제공한다. 핀(76)은 지지체(26, 30)를 디스플레이 하우징(24)에

결합하는 결합 링크로서 또한 작용한다. 스크류(80)는 캡(72) 및 튜브(70)를 힌지 하우징(74)에 고정시킨다.

  도 3의 실시예를 참조하면, 2개의 지지체(34)가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하부 모서리(52)에 결합되어 있다. 각 지지체

(34)는 평면 연장부(81) 및 커플링 메카니즘(82)을 포함한다. 커플링 메카니즘(82)은 연장부(81)가 디스플레이 하우징

(24)에 대해 다중 자유도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커플링 메카니즘은 볼 조인트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2개의 연장부(81)의 길이의 합은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길이와 대략 동일하다. 커플링 메카니즘(82)은 하우징

(24) 및 패널(22)의 중량하에서 디스플레이 하우징(24) 및 패널(22)을 연장부(81)에 대해 고정된 위치에서 유지하기에 충

분한 마찰 저항을 갖는다. 각 연장부(81)는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하부 모서리(52)에 평행한 제 1 축선(89)을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연장부(81)는 제 1 축선(89)과 직교하는 제 2 축선(91)을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른 연

장부(81)는 제 2 축선(91)에 평행하고 제 1 축선(89)에 직교하는 제 3 축선(93)을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볼 조인트 실

시예에 있어서는 회전축선(89, 91, 93)이 다양해질 수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의 분리

  도 5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을 분리하는 것을 도

시한 것이다. 시스템 유닛(12)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은 개방 위치(도시함)와 폐쇄 위치 사

이에서 축선(84)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폐쇄 위치에서, 디스플레이 패널(22)은 시스템 유닛(12)의 키보드(18)에서 대해 편

평하다. 통상적으로, 랫치 또는 다른 메카니즘(69)(도 12 참조)이 디스플레이 유닛(14)을 폐쇄 위치(도시하지 않음)에 고

정하여, 이동중에 디스플레이 유닛(14)이 개방되는 것을 방지한다.

  노트북 컴퓨터(10, 10', 10")는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이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로킹 메카니즘(86, 86')을 포함한다. 로킹 메카니즘(86, 86')은 체결 위치와 비체결 위치를 갖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10,

10', 10")는 폐쇄된 상태로 보관되며, 이때 로킹 메카니즘(86, 86')은 체결 위치에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14, 14',14")을 분

리하기 위해서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노트북 컴퓨터가 개방되고,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12)과 멀어지

도록 폐쇄 위치로부터 회전된다. 다음으로, 로킹 메카니즘(86/86')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체결 위치로부터 비체결 위

치로 슬라이딩된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은 도 7 또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스템 유닛(12)으로

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유닛 및 시스템 유닛의 모서리 커넥터(edge connector)(116, 126) 사이의

접속이 분리되고,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의 포스트(98)와, 시스템 유닛(12) 사이의 접속이 분리된다(도 8에 잘 도

시되어 있음).

  로킹 메카니즘

  도 9 및 도 10은 로킹 메카니즘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각 로킹 메카니즘(86)은 평면부(87), 평면부(87)로부터 돌

출한 후크부(90), 릿지(160)를 포함한다. 평면부(87)는 프레임의 영역에 끼워맞춰진다. 로킹 메카니즘은 릿지(160) 또는

평면부(87)를 밀거나 당김으로써 프레임(88)내에서 슬라이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크형 부분(90)은 결합되거나 분리

된다. 도 9는 체결 위치에서의 로킹 메카니즘(86)을 도시한 것이며, 후크형 부분(90)은 키보드 하우징의 릿지(92)와 결합

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로킹 메카니즘(86) 및 프레임(88)은 디스플레이 유닛(도 3 및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의 일부

분이다. 디스플레이 유닛을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잡아당길 때, 키보드 하우징(16)이 후크형 부분(90)에 닿아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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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한다. 로킹 메카니즘(86)을 비체결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후크형 부분(90)이 키보드 하

우징 릿지(92)와 분리된다.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유닛을 잡아당기면, 후크형 부분(90)이 릿지(92)를 벗어

나서 분리되게 한다.

  도 11은 로킹 메카니즘(86')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로킹 메카니즘(86') 및 프레임(88)은 시

스템 유닛의 일부분이다(도 8에 도시되어 있음). 로킹 메카니즘(86')은 도 8에서와 같이 평면부(87) 및 릿지(160)를 포함

한다. 또한, 후크형 부분(90')도 포함한다. 그러나, 후크형 부분(90')은 디스플레이 유닛의 포스트(98)내의 개구부(100)를

후크한다. 따라서, 후크형 부분(90')은 평면부(87)로부터 멀리 연장되어 개구부(100)와 정렬된다. 체결 위치에 있을 때, 후

크형 부분(90')은 개구부(100)에서 포스트(98)를 결합한다. 디스플레이 유닛을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잡아당길 때, 포

스트(98)가 후크형 부분(90')에 의해 개구부(100)내에 유지되어, 분리가 방지된다. 로킹 메카니즘(86')을 비체결 위치로 이

동시킴으로써, 후크형 부분(90')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포스트(98)와 분리된다. 디스플레이 유닛을 시스템 유닛(12)

으로부터 잡아당기면, 포스트(98)는 후크형 부분(90')을 벗어나서 분리되게 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로킹 메카니즘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체결되었는가 또는 체결되었

지 않은가를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일 실시예에서, 평면부(87)는 비체결 위치에 있을 때 시스템 유닛의 측면을 지나 연장

한다(도 6 내지 도 8 참조). 체결 위치에 있을 때, 평면부(87)는 이러한 모서리를 지나 연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돌출하는

평면부(87)는 체결 위치 및 비체결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릿지(160)의 위치는 하나의 마커가 체

결 위치를, 그리고 다른 마커가 비체결 위치를 나타내도록 표시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평면부(87)는 로킹 메카니즘의

나머지와 다른 색상의 부분을 갖고 있다. 체결 위치에 있을 때, 이러한 다른 색상은 프레임(88) 아래에 감춰진다. 비체결 위

치에 있을 때, 이러한 다른 색상은 프레임(88)내에서 노출되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로킹 메카니즘 및 릿지(160)는 체결 위치에 있을 때 소정 높이로 돌출하고, 비체결 위치에 있을 때

다른 높이로 돌출한다.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 로킹 메카니즘(86)의 후크형 부분(90)은 키보드 하우징(16)의 쉘프(99)

를 따라 슬라이딩한다. 체결 위치로 슬라이딩할 때, 후크형 부분(90)은 쉘프(99)에서 슬라이딩하여 로킹 메카니즘(86)이

시스템 유닛(12)에 대해 제 1 높이를 취하게 한다. 비체결 위치에 있을 때, 후크형 부분(90)은 하나의 쉘프(90)상에 있어

서, 로킹 메카니즘(86)이 시스템 유닛에 대해 제 2 높이를 취하게 한다. 제 2 높이는 제 1 높이 보다 높다. 제 2 높이에 있을

때, 로킹 메카니즘(86)의 릿지(160)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완전히 접촉하도록 접히는 것을 방지한다. 실제

로, 이것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폐쇄 위치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이유는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 하우징

(24)의 랫치(69)가 전방 모서리(13)를 향하여 수용부와 정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13은 디스플레이 유닛(24)에 대해 체

결 위치에 있는 로킹 메카니즘(86)을 도시한 것이다. 체결 위치에 있어서, 릿지(160)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가장자리로부터

내측에 위치하며, 디스플레이 유닛이 로킹 메카니즘(86)에 의해 차단되는 일이 없이 폐쇄 위치를 이루기에 충분한 간극이

존재한다.

  도 3의 디스플레이 유닛(14")의 실시예에 있어서, 로킹 메카니즘(86)은 각 지지체(34)의 연장부(81)의 일부분이다. 이러

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레임(88)은 2개의 부분으로 성형되며, 연장부(81)로 되어 있다. 시스템 유닛(12)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지지체(34)의 연장부(81)는 공통 라인을 따라 연장하고, 공통 평면내에 놓인다. 디스플레이 유닛(14")이 일단 분리

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통 라인을 벗어나 연장부(81)를 회전시킴으로써 개별 지지체(34)를 형성하여 사용상태로

된다. 지지체는 표면(S)에 놓여 공통 지지 평면(50)으로 된다. 다음으로, 뷰잉면(104)을 규정하는 디스플레이 패널(22)은

지지 평면(50)에 대해 소망의 각도로 배향된다. 이러한 각도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하우징(24)에 대한 연장

부(81)의 운동 동안에, 연장부(81)는 제 1 축선(89)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품을 갖고 있다(도 3 참조). 또한, 하나의 연장

부는 제 2 축선(93)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품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다른 연장부는 제 3 축선(93)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

품을 갖고 있다. 로킹 메카니즘(86')은 로킹 메카니즘(86)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체결 위치에 있을 때 디스플레이 유닛이 폐

쇄되는 것을 방지한다(도 12 및 도 13 참조).

  디스플레이 힌지 및 통신 인터페이스

  각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은 또한 시스템 유닛(12)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시스템 유닛에 대해 디스플레이 유닛

을 회전시키기 위한 디스플레이 힌지(110)를 포함한다. 도 14는 디스플레이 하우징 힌지(110)의 분해도를 도시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힌지(110)는 제 1 길다란 부재(112) 및 면판(114)을 포함한다. 한 쌍의 튜브(115) 및 전기적 모서리 커넥터

(116)는 길다란 부재(112)내에 위치된다. 모서리 커넥터(116)는 면판(114)을 통해 돌출한다. 길다란 부재(112), 면판

(114) 및 모서리 커넥터(116)는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시스템 유닛(12)에 대해 고정적인 배향으로 유지된다. 톱니모양 홈

부(113)는 길다란 부재(112)의 길이부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도 1, 도 2 및 도 14를 참조하면, 디스플레이 유닛(24)은 톱

니모양 홈부(113)내로 힌지(110)에 대해 회전한다. 톱니모양 홈부(113)는 디스플레이 유닛의 각도 위치 범위를 확장하는

작용을 한다. 디스플레이 유닛(24)은 톱니모양 홈부(113)내로 더욱 후방으로 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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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디스플레이 힌지(110)는 디스플레이 하우징(24)과 일체인 하우징(118)을 포함한다. 하우징(118)은 길다란 부재

(112)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로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하부 모서리(52)를 따라 멀리 이격되어 있다. 각 하우징(118)내

에는 2개의 핀(76, 83)과, 2개의 스프링(77, 85)이 있다. 캡(120)은 하우징(118)내의 핀 및 스프링을 커버한다. 핀(76)은

지지 힌지(44)의 튜브(70)를 결합하도록 연장한다. 핀(83)은 튜브(115)를 결합하도록 연장한다. 도 7의 실시예에 있어서,

로킹 메카니즘(86)을 지지하는 프레임(88)은 길다란 부재(112)에 대해 고정되어 있고, 길다란 부재(112)와 함께 이동한

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플러그 접속부는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시스템 유닛(12)에 디스플레이 유닛을 유지시킨다. 플러그

접속부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2개의 포스트(98)가 디스플레이 힌지(110)의 면판(114)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다. 이들 포스

트(98)는 시스템 유닛(12)내의 개구부(122)와 결합한다.

  핀(83)은 모서리 커넥터(116)를 디스플레이 패널(22)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가요성 회로(95) 또는 케이블을 수납하기

위해 중공형이다. 가요성 회로(95)는 핀(83)을 통해 하우징(118)내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우징(24)내까지 연장한다. 모

서리 커넥터(116)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12)에 부착되어 있을 때 시스템 유닛(12)에서 모서리 커넥터(126)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과 시스템 유닛(12)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통시킨다.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디스플

레이 유닛(14, 14', 14")과 시스템 유닛(12) 사이의 신호 통신 링크는 케이블(38)을 거쳐 설정된다. 케이블(38)은 모서리

커넥터(128)에 의해 모서리 커넥터(116)에 그리고 모서리 커넥터(130)에 의해 모서리 커넥터(128)에 결합되어 있다. 몇

몇 실시예에 있어서, 케이블은 디스플레이 유닛이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까지 연장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광섬유 접속부(40)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접속부(40)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섬유(132) 및 가요성

케이블 부분(134)을 포함한다. 광섬유(132)는 시스템 유닛(12)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까지 연장한다(도

3 참조). 이러한 실시예에서, 모서리 커넥터(116) 대신에 디스플레이 힌지(110)에 영구적인 또는 분리가능한 접속부가 형

성되어 있다. 광섬유(132)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시스템 유닛의 홈(111)내에서 클립

(113)에 의해 유지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광섬유 접속부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부착되었는지 또는 분리되어 있는지에 상

관없이 디스플레이 유닛(14, 14', 14")과 시스템 유닛(12) 사이에 신호 경로를 형성한다. 케이블이 시스템 유닛(12)으로부

터 연장되어 있는 다른 실시예에서, 적외선 통신 링크가 디스플레이 유닛과 시스템 유닛(14)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의 재부착

  디스플레이 유닛(14")을 시스템 유닛(12)에 재부착하기 위해서, 케이블(38)은 제거된다. 다음으로, 지지체(34)는 디스플

레이 하우징(24)의 하부 모서리(52)에 평행한 공통 라인으로 다시 회전된다. 또한, 지지체(34)는 공통 평면내로 배향되어

있다. 또한, 지지체는 로킹 메카니즘(86)이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측면 모서리쪽을 향하도록 위치된다. 다음으로, 디스

플레이 유닛(14")의 포스트(98)는 시스템 유닛의 개구부(122)내로 다시 플러그 결합된다. 케이블(38) 실시예에 있어서, 모

서리 커넥터(116)는 모서리 커넥터(126)에 정합된다.

  광섬유 신호 경로 실시예에 있어서, 광섬유(132)는 디스플레이 유닛이 시스템 유닛쪽으로 이동할 때 접혀진다. 지지체

(34)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통 라인 및 공통 평면으로 배향된다. 다음으로, 지지체(34) 및 광섬유(132)는 리세스(111)내로

삽입된다. 광섬유(132)는 광섬유(132)를 제 위치에 고정하는 클립(113)내로 스냅된다. 선택적으로, 광섬유 신호 경로는

제거가능하며, 디스플레이는 광섬유 없이 재접속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로킹 메카니즘(86)은 체결 위치로 이동된다. 이제 디스플레이 유닛(14")이 부착된다. 다음으로, 컴

퓨터(10")는 디스플레이가 부착된 상태로 보관 또는 작동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14, 14')을 재부착하기 위해서, 케이블(38)은 제거되고, 연장부(42/66)는 디스플레이 유닛으로 접혀진

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유닛(14, 14')은 시스템 유닛(12)내로 플러그 결합된다. 이를 위해서, 모서리 커넥터(116)는 모

서리 커넥터(126)에 결합된다. 또한 포스트(98)는 개구부(112)에 결합된다. 광섬유 접속을 위해서, 광섬유(132)는 디스플

레이 유닛(14")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넣어진다. 이제 디스플레이 유닛(14, 14')은 부착되고 작동한다. 다음에 디스플레

이 유닛은 시스템 유닛에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로킹 메카니즘(86/86')을 체결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뤄진

다. 일단 체결되면, 디스플레이 유닛은 시스템 유닛으로 폐쇄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는 로킹 메카니즘(86/86')이

체결 위치로 이동하지 않는 한 디스플레이 유닛이 랫치(69)를 통해 시스템 유닛에 랫치된 상태로 폐쇄될 수 없다.

  비일체식 높이 조정가능한 디스플레이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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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 및 도 16은 노트북 컴퓨터와 일체가 아닌 개별 스탠드(136)를 도시한 것이다. 노트북 컴퓨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분리가능한 디스플레이 유닛(140)과 함께 시스템 유닛(12)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유닛(140)은 상술한 바와 같이 디스플

레이 유닛(14, 14', 14")의 실시예로 실시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유닛(140)은 일체식 지지체(26/30/34)

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별 스탠드(136)는 기부(142), 아암(144) 및 접속 인터페이스(146)를 포함한다. 또한, 스탠드는 대

향 단부에 모서리 커넥터(128, 130)를 갖는 케이블(38)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유닛(140)은 포스트(98)를 거쳐 접속 인

터페이스(146)내로 플러그된다. 포스트(98)는 접속 인터페이스(146)의 각 개구부(148)내로 수납된다. 디스플레이 유닛

(140)의 모서리 커넥터(116)는 스탠드(136)의 모서리 커넥터(128)에 결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 인터페

이스(146)는 길다란 표면(150)을 규정한다. 디스플레이 유닛이 스탠드(136)에 장착될 때, 디스플레이 힌지의 면판(114)

은 표면(150)과 동일 평면에 위치된다. 디스플레이 유닛(140)은 디스플레이 힌지(110)를 거쳐 접속 인터페이스(46)에 대

해 회전가능하다. 디스플레이 힌지(110)는 피봇축(152)(도 16 참조)을 형성하여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유닛(40)의 뷰잉면

의 배향을 규정하게 한다.

  아암(144)은 스탠드 기부(142)에 대해 축선(156)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하다. 아암은 접속 인터페이스(46)가 기부(142)에

가장 근접한 제 1 위치와, 접속 인터페이스(146)가 기부(142)로부터 제거되는 제 2 위치사이에서 이동가능하다. 아암

(144)의 회전은 디스플레이 유닛(140)의 높이를 조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힌지(158)는 디스플레이 힌지 부품(83, 85,

115)과 유사한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힌지(158)의 스프링[예를 들면 도면부호(58)]은 충분한 저항력을 제공하여, 디스플

레이 유닛(140)의 중량하에서 아암을 고정된 위치에서 유지한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기부는 다양한 형상 및 사이즈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부(142)는 디스플레이 스탠드(140)의 중량하에서 스탠드(136)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사

이즈를 갖는다.

  가치있고 유익한 효과

  본 발명의 하나의 장점은 사용자가 노트북 컴퓨터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서, 컴퓨터

운반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인간공학적 안락함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개별 스탠드 실시예에 관한 장점은 사용자가 분리

된 디스플레이의 뷰잉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다양한 실시예, 변형예 및 이와 동등한 것이 이용될 수 있다. 따라

서, 상술한 설명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규정된 본 발명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트북 컴퓨터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한정할 수 있어서, 컴퓨터 운반성

을 저하시키지 않고 인간공학적 안락함을 증진시키며, 사용자가 분리된 디스플레이의 뷰잉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터블 컴퓨터(10)에 있어서,

  키보드(18)를 갖는 시스템 유닛(12)과,

  시스템 유닛에 제거가능하게 부착된 평판 디스플레이 유닛(14)으로서,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은 디스플레이 유닛의 디스

플레이 패널(22)을 뷰잉하기 위한 개방 위치와 디스플레이 패널이 시스템 유닛에 지지되는 폐쇄 위치 사이에서 시스템 유

닛에 대해 접혀지며,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은 디스플레이 하우징(24)과, 디스플레이 하우징에 장착되고 뷰잉면(104)을 규

정하는 편평한 디스플레이 패널(22)과, 디스플레이 하우징에 힌지 결합되고 지지 평면(50)을 규정하는 지지체(26/30/34)

를 포함하며,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은 시스템 유닛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상기 지지체상에 지지되며, 상기 디스플레이 하

우징은 뷰잉면과 지지 평면 사이의 각도를 규정하도록 지지체에 대해 회전하는, 디스플레이 유닛(14)과,

  키보드 하우징(16)에 결합되는 로킹 메카니즘(86)으로서, 디스플레이 하우징(24)의 랫치(69)가 시스템 유닛(12)의 전방

모서리(13)를 향해 리셉터클과 정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높이의 릿지(160)를 구비하는, 로킹 메카니즘(86)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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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로킹 메카니즘(86)은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을 상기 시스템 유닛에 체결하고, 체결되어 있는 동안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은 상기 시스템 유닛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고, 체결되어 있는 동안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은 상기 시스템 유닛에 대

해 회전 가능한

  포터블 컴퓨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메카니즘(86)은 상기 디스플레이 유닛이 상기 시스템 유닛에 부착되었을 때 체결되었는지 또는 체결되지 않았

는지를 표시하는

  포터블 컴퓨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체(30/34)는 제 1 연장부(66/81) 및 제 2 연장부(66/81)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연장부는 뷰잉면(104)

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전가능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연장부는 디스플레이 유닛을 지지할 때 지지 평면(50)을 규정하며,

상기 제 1 및 제 2 연장부는 지지 평면을 규정하도록 공통의 제 1 축선(89)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하며, 상기 제 1 연장부는

상기 지지 평면내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제 2 축선(91)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하며, 상기 제 2 연장부는 상기 지지 평면내에

서 회전할 수 있도록 제 3 축선(93)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한 포터블 컴퓨터.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91933

- 9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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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491933

- 11 -



도면7

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491933

- 12 -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491933

- 13 -



도면14

도면15

등록특허 10-0491933

- 14 -



도면16

등록특허 10-0491933

- 1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8
청구의 범위 8
도면 9
 도면1 9
 도면2 10
 도면3 10
 도면4 11
 도면5 11
 도면6 11
 도면7 12
 도면8 12
 도면9 12
 도면10 13
 도면11 13
 도면12 13
 도면13 13
 도면14 14
 도면15 14
 도면1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