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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성 컴퓨터

요약

이 컴퓨터구조는 종래의 즉 랩톱(laptop) 컴퓨터로 용이하게 전환되는 신체착용 컴퓨터를 제공한다. 이 
신체착용 컴퓨터는 사용되는 전체 PC카드를 수납하는 컴파트먼트 및 분리가능한 하드드라이브를 수납하는 
제2 컴파트먼트를 가진다. 또한, 이 컴퓨터의 하우징에는, IrDA트랜시버용 개구 및 주변에의 커넥터를 보
호하는 오프셋연결부가 위치한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PC카드 연결수단을 나타내는 종래기술의 랩톱(laptop) 컴퓨터의 측면 사시도.

도 2는 이에 사용되는 PC카드 연결수단을 나타내는 종래기술의 신체착용 컴퓨터의 측면 사시도.

도 3은 PC카드컴파트먼트로부터 연출(延出)되는 PC카드커넥터 케이블을 가진 본 발명의 전환가능한 신체
착용 컴퓨터의 우상면 사시도.

도 4는 액세스도어가 개방될 때 PC카드컴파트먼트를 나타내는 본 발명의 전환가능한 신체착용 컴퓨터의 
우상면 사시도.

도 5는 하드드라이브액세스컴파트먼트클로져를 나타내는 전환가능한 신체착용 컴퓨터의 저면 사시도.

도 6은 주변의 커넥터 및 컴퓨터커넥터수단의 후퇴한 위치를 나타내는 전환가능한 신체착용 컴퓨터의 우
저면 사시도.

도 7은 커넥터의 연결은 없이 후퇴한 커넥터수단을 나타내는 전환가능한 신체착용 컴퓨터의 우저면 사시
도.

도 8은 IrDA포트를 나타내는 신체착용 컴퓨터의 앞쪽 상면 사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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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특히 사용자에 지지되는 이동성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착용가능한 컴퓨터 및 컴퓨터 구성품을 포함하는 공지의 컴퓨터가 사용되어 왔고, 또한 개시(開示)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기술의 컴퓨터의 특징은, 모든 기능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수선 또는 다른 기능을 
위하여 사용자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잘 알려진 
것  중의  하나는   Mobile  Assistant'  (Xybernaut  Corporation,  Fairfax,  Virginia,  USA의  제품)이다.   
Mobile  Assistant'  지버노트  코포레이션(Xybernaut  Corporation)(전  회사명  Computer  Products  ＆ 
Services, Inc.)의 등록상표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5,305,244호(Newman 외)에는 Mobile Assistant'의 상세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사
용자에 지지되는 컴퓨터의 구성품 및 기능이 충분히 개시되어 있다.  또한, 계류중의 미합중국 특허출원 
SN 08/538,194호에는 MobileAssistant'에 대하여 또 다른 개선 및 변형이 기재 및 청구되어 있다.  미합
중국 특허 제5,305,244호 및 특허출원 SN 08/538,194호는 모두 본 출원인의 소유이다.

또한, 착용가능한 컴퓨터가 미합중국 특허 제5,285,398호(Janik Ⅰ) 및 제5,491,651호(Janik Ⅱ)에 개시
되어 있다.  이들 양 특허에는 컴퓨터의 구성요소 즉 구성품을 포함하는 벨트컴퓨터가 개시되어 있다.  
자닉 Ⅰ에는, 복수의 연산소자가 벨트상에 위치하고, 가요성 신호중계수단이 연산을 위하여 모든 구성요
소를 연결한다. 상기 컴퓨터의 구성요소를 에워싸도록 보호커버를 사용한다. 자닉 Ⅱ에는, 유사한 벨트컴
퓨터가 기재 및 청구되어 있으며, 여기서 신호중계수단, 즉 임의의 2개의 연산소자 사이의 길이는 임의의 
2개의 연산소자 사이의 착용가능한 부재의 길이보다 크다.  자닉 Ⅰ 및 자닉 Ⅱ 모두에 있어서, 가요성의 
착용가능한 컴퓨터는 그 주변의 순차 위치된 컴퓨터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벨트의 형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뉴먼 외 및 자닉 Ⅰ, Ⅱ 모두에 있어서, 신체착용 컴퓨터는 신체착용 이동성 컴퓨터로서만 실용성을 가지
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다.

또한, 종래기술에서, PC카드는 컴퓨터하우징의 주프레임으로부터 돌출하여 자주 손상된다.  이동성 신체
착용 컴퓨터의 경우 사용자의 움직임이 잦고, 때로 거칠은 곳에서, 이러한 것은 아주 빈번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단점을 해소한 컴퓨터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시 전체 PC카드를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PC카드웨터프루프컴파트먼트를 내장하
는 하우징을 가지는 컴퓨터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변에 연결을 위한 후퇴한 커넥터수단을 가지는 컴퓨터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반전가능한 이동성 컴퓨터에 분리가능한 하드드라이브의 컴파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적외선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수단과 통신하는 수단을 가지는 이동성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성 컴퓨터 및 스탠드만 구비된 즉 데스크톱(desktop) 컴퓨터로서 겸용할 수 
있는 컴퓨터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착용시 사용자의 우측 또는 좌측에 상호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목적은 핸드프리(hands-free)식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에나 착용할 수 있는 이동성 컴퓨터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스탠드만의 랩톱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구성품에 연결하거나 또는 겸용할 수 있
는 아웃렛 또는 다른 수단을 가지는 이동성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범용성(汎用性) 즉 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입/출력수단, 프로세서수단 및 기억수
단을 포함하는 종래의 컴퓨터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는 컴퓨터구조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오른손 및 왼손 사용자 모두에 착용 및 동작할 수 있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
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들은 본 발명의 개시로부터 더욱 명백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말하면, 컴퓨터하우징, 구동수단,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
자에 부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컴퓨터의 실질적
으로 모든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은 

(A) 상기 컴퓨터하우징의 후단부로부터 후퇴한 주변커넥터수단과, 

(B) 하우징에 수납될 때, 전체 PC카드를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수단을 가지는 PC카드하우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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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리가능한 하드드라이브를 수납하는  컴파트먼트와,

(D) IrDA트랜시버에 내부 연결용의 개구

중 최소한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 컴퓨터구조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및 스탠드만의 랩톱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 즉 다른 종래의 컴퓨
터 모두로 사용될 수 있다.“종래의 컴퓨터”라는 것은 IBM,  Dell,  Apple,  Compaq,  Toshiba,  Micron, 
HewlettPackard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오늘날 공지되어 사용되고 있는 임의의 컴퓨터를 
의미한다.  일실시예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컴퓨터구조는 사용자의 허리에 착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허
리의 곡선에 따라서 그 내면(사용자 허리에 접하는 면)이 곡면인 컴퓨터하우징을 가진다.  이것은 상기 
사용자의 허리선의 일부만을 점하는 구조적 디멘션을 가진다.  따라서, 전술한 자닉 I 및 Ⅱ와는 달리, 
사용자의 허리 전체를 점하지 않는다.  허리착용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 케이블 및 다른 전기커넥션을 컴
퓨터의 배면부로부터 걸리지 않게 연장하여 사용자가 물체 또는 기계를 수선하거나 또는 그들의 손을 사
용하려 할 때 사용자의 손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구조는 대칭이고, 따라서 컴퓨
터는 왼손동작용 유니트로 상하를 역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케이블 아웃렛은 항상 사용자
의 뒤쪽을 향한다.  이에 대하여, 마우스컨트롤(종래의 컴퓨터로 전환될 때)은 오른손 또는 왼손 사용자
에게 편리하도록 컴퓨터하우징의 정면에 항상 위치한다.  이 발명의 컴퓨터하우징은 전원, 모니터, 키보
드 또는 필요한 구성품과 같은 다른 구성품에 연결하기 위한 아웃렛을 가진다.  계류중의 미합중국 특허
출원 SN 08/538,194호 및 특허 제5,305,244호에 기재된 이동성 컴퓨터의 모든 실시예는 본 발명에서 여기
에 기재하여 청구한 변형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에 포함된다.  상기 SN 08/538,194호의 개시는 본 발명의 
개시에 참조한다.

신체착용 컴퓨터일 때 음성구동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는 또한 헤드착용 또는 팔착용 디스플레이와 
같은 신체착용 디스플레이스크린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컴퓨터하우징은 미합중국 특허 제5,305,244호의 
상세에 기재된 모든 수단, 기억수단, 프로세서수단, 오디오트랜스듀서와 컨버터수단, 및 인식수단과 같은 
종래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에 장
착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허리, 어깨나 조끼 또는 다른 착용가능한 수단 등에 사용자에 의하
여 착용된 벨트에 부착된다.  컴퓨터하우징의 측면은 리브 또는 루버로 되어 하우징의 내부로부터 열이 
방출되어 컴퓨터동작에 최적의 내부온도로 되게 한다.  컴퓨터하우징은 일반적으로 경량이지만 강고한 플
라스틱 또는 다른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허리선과 같은 인간신체의 곡선에 따라서 곡면으로 
된다.  사용자의 신체와 접하는 컴퓨터하우징의 부분은 벨트루프(신체착용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 및 종
래의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 리프트스탠드를 겸하는 가동 스탠드를 가진다.  하우징의 배면부에 설치된 전
기코드콘딧커넥션은 또한 허리의 곡선에 따라서 만곡된다.  종래의 컴퓨터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편평한 
지지면상에 놓으면, 콘딧은 아래로 향하게 되어 모니터, 전원 및 키보드 연결용 케이블을 연결하기에 곤
란하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컴퓨터하우징의 뒤쪽 저면에 가동 리프트스탠드가 위치한다.  이 리프
트스탠드를 아래로 세울 때, 컴퓨터하우징의 배면부를 들어올려서, 콘딧이 지지면과 대략 평행인 평면상
에 위치하여 바로 밖으로 향한다.  이로써 케이블 및 전기커넥터가 콘딧내로 용이하게 삽입된다.  하우징
의 앞쪽 저면에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에 부착될 때 벨트가 끼워질 루프를 또한 가진다.  
하우징의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콘딧은 신체 또는 헤드장착디스플레이 또는 종래의 모니터에의 
케이블연결용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개구가 전원에의 연결용으로 사용되고, 제3 개구는, 스탠드만의 랩
톱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 키보드에의 연결용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구조가 종래의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 하우징의 상면에는 3개의 가동 레버, 즉 조이스틱, 버튼 
또는 다른 수단이 위치하고, 하나는 마우스를 동작시키고, 다른 2개는 프로그램실행 또는 커서조작을 행
한다.  이동성의 기능을 원할 때 사용자의 오른손 또는 왼손 어느 쪽에 착용해도 상면의 가동버튼 즉 레
버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종래기술에 공지된 도 1에 있어서, 랩톱 컴퓨터(36)를 나타낸다. 랩톱(36)은 컴퓨터의 랩톱 하우징(37) 
및 모니터(38)를 포함하는 컴퓨터의 종래의 구성품을 가진다. 랩톱(36)에 종래에 사용 및 부착된 바와 같
은 PCMCIA(PC)카드를 나타낸다. 도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C카드(39)가 하우징(37)의 외측으로 크
게 연출되어, 어떤 강한 힘과 접촉한다면 손상될 수 있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도 2에 있어서, PC카드
(42)를 꽂는 PC카드슬롯개구(41)를 가진 종래기술의 이동성 컴퓨터(40)를 나타낸다. 도 1 및 2에 나타낸 
종래기술의 장치 모두에 있어서, PC카드(39, 42)는 사용시 각각 랩톱(36) 및 이동성 컴퓨터(40)의 측면부
(43,44)를 실질적으로 넘어 돌출된다. 이러한 종래기술의 장치에 있어서, PC카드는 특히 이동성 컴퓨터에
서 쉽게 파손되거나 또는 손상될 수 있어서, PCMCIA(PC)카드에 의하여 제공되는 컴퓨터의 성능을 활용할 
수 없다. 

도 3에 있어서, 본 발명의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1)를 나타낸다. 이 도면에 있어서, PC카드컴파트먼트
(26)를 여는 리프트도어(9) (도 4에 도시함)를 나타낸다. PC카드(28)가 컴파트먼트(26)에 수납되고, 도어
(9)가 닫힐 때, 수납된 PC카드(28)로부터 연결되는 케이블(31)이 슬롯(23)을 통하여 연출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도어(9)가 열릴 때 최소한 하나의 PCMCIA(PC)카드(28)(1 내지 4 개의 카드)용 연결부
(34)가 노출된다. 도 1 및 2에 나타낸 연출된 PCMCIA(PC)카드는 쉽게 파손되거나 또는 손상될 수 있어서 
PCMCIA카드에 의하여 제공된 컴퓨터의 성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중요한 개선이다. PC카
드는 하우징(26)내에 수납되고 (도 4에 도시함), 케이블 또는 커넥터(27)만 하우징(26) 및 도어(9)로부터 
슬롯(23)을 통하여 연출된다. 또한, 하우징(26)은 도어둘레에 실링(30)을 하여 외부에서 착용될 때 하우
징을 내후성(耐候性)으로 한다. 이 내부 하우징(26)은 이제 PC카드의 손상을 방지하는 수단 및 카드(28)
와 하우징(26)을 비, 물, 눈 또는 다른 험악한 조건에도 견디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젝트수단인 버튼(2
9)은 들어가서 액세스하기 어려운 종래기술의 버튼보다 용이하게 액세스한다. 그 밖에, 본 실시예에 있어
서, PC카드(28)상의 압점은 줄어들어 카드(28)의 손상을 더욱 최소화한다. 탄성 방수시일(30)은 도어를 
방수하고, 기상조건으로 발생되는 손상으로부터 하우징(26) 의 내부 및 카드(28)를 보호하도록 사용되는 
것을 특기한다. 도 3에 있어서, 카드(28)를 내부에 두고 밀봉하여 도어(9)를 닫은 후, 하우징(26)내의 카
드(28)에 연결되는 케이블(31)을 나타낸다. 도 3에 있어서,  컴퓨터하우징(2)의 정면(10)측 상면에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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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11) 및 조이스틱 즉 레버(12)가 있다.  레버(12)는 컴퓨터(1)가 이동성 또는 종래의 컴퓨터로서 사용
될 때 마우스포인터를 이동시켜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컨트롤버튼(11)은 컴퓨터(1)가 종래의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 프로그램실행 또는 메뉴선택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 컨트롤(11,12)은 도 3 및 4에 명료하게 나
타낸다.  컴퓨터(1)의 측면에는 컴퓨터하우징(2) 내부로부터 대기중으로 열을 분산 또는 방출하는 벤트루
버 (즉 히트싱크)(13)가 위치한다.  이 리브의 측면벤트 즉 루버(13)는 오동작이나 컴퓨터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열을 낮추는 것을 돕는다.  컴퓨터하우징(2)은 대칭이고, 따라서 사용자의 허리의 우
측 또는 좌측의 어느 한 쪽에 착용될 때, 배면부(5), 주변커넥터수단(3) 및 케이블(4)이 항상 사용자의 
뒤쪽을 향한다.  컴퓨터(1)가 사용되거나 또는 종래의 컴퓨터로 전환되어, 편평한 책상 또는 다른 면상에 
놓을 때, 고정스탠드(14)는 컴퓨터의 정면부(10)를 지지하는데 사용된다.  이 프론트스탠드(14)는 또한 
도 5, 6 및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벨트루프 (또는 핸들)로서 사용된다.  도 5에 있어서, 리프트스탠드
(8)를 아래로 세워 케이블(4)이 아웃렛(3)에 용이하게 연결되게 한다. 리프트스탠드(8)가 없다면, 아웃렛
콘딧(3)의 예각으로 인하여 케이블의 연결이 매우 곤란한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1)가 사용되거나 또
는 종래의 컴퓨터로 전환될 때, 케이블(4)은 모니터, 키보드, 전원 또는 임의의 다른 원하는 구성품과 같
은 종래의 컴퓨터의 구성품에 연결된다.  스탠드(8)가 아래로 세워져 있을 때, 콘딧(3)에 용이하게 액세
스하게 되고, 종래의 즉 랩톱 컴퓨터를 사용할 때와 같이 컴퓨터(1)를 편평한 면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루버의 측면 즉 벤트(13)는 이러한 사용모드에서 열을 방출한다.

도 3, 4 및 8에 있어서, 컴퓨터의 정면(10)측 상면을 나타내고, 여기서 컨트롤버튼(11)은 오른손 및 왼손 
사용자 모두에게 용이하게 액세스가능하다.  컴퓨터하우징(2)이 오른손에서 왼손사용으로 전환되어 상하
를 역으로 할 때, 버튼(11) 및 마우스레버(12)의 컨트롤은 항상 사용자의 앞쪽을 향하므로 용이하게 액세
스 및 사용한다.  역으로, 착용시 우측면(15)이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향할 때, 컨트롤(11,12)은 항상 앞
쪽을 향하고, 케이블(4) 및 아웃렛(3)은 항상 뒤쪽을 향한다.  컨트롤 즉 버튼(11)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또는 역전시키기 위하여 컨트롤 또는 소프트웨어가 배설될 수 있다.  컨트롤(11,12)에 있어서 하나의 적
절한 수단으로서 Versa Point(Interlink Electronics, 547 Flynn Rd., Carnarillo, CA 93012, USA의 등록
상표) 마우스포인팅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개구(22)는 무선통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IrDA(Infra Red 
Data Association)포트이다.  IrDA포트는, 예를 들면 미합중국 특허 제5,491,651호 및 다른 공보에 개시
된 바와 같이, 공지되어 있다. IrDA는 로칼에리어 네트워크, 프린터, 정보 또는 데이터의 전송 및 다른 
원하는  용도의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하여  트랜시버(  송신  및  수신)로서  사용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포트(22)의 개구는 IrDA연결부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된다. 

도 4에 있어서,  간략화를 위하여 리프트스탠드(8) 및 프론트스탠드(14)를 생략한 컴퓨터(1)의 배면측 상
면사시도를 나타낸다. 후퇴된 저면돌출부(6)의 위치는 약간 오목한 곡면으로 컴퓨터하우징(2)의 배면(5)
측 저면에 나타낸다.  사용자의 신체에 접하는 하우징(2)의 만곡부(17)를 도 4에 나타낸다.  도 4 및 다
른 도면에는 모두 하우징(2)을 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냈지만 (단지 간략화의 목적으로), 원한다면 다른 형
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허청구의 범위와 같은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면, 타원형 또
는 원형의 형태로 할 수 있다.  개구(16,17)는 컴퓨터(1)에 플로피드라이브, 바코드스캐너, VGA 포트 또
는 외부 모니터커넥터와 같은 다른 주변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하우징(2)은 바람직하게
는 경량의 구조적으로 강한 플라스틱으로 구성된다.  적절한 수의 아웃렛(3)이 저면돌출부(6)에 위치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도 4에는 나타내지 않는다.  도 5∼7은 이 전기 아웃렛 즉 콘딧(3)의 위치를 명료하게 
나타낸다.  개구(23)는 PCMCIA 카드슬롯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용 케이블개구이다.  

도 5에 있어서, 정면(10)측 저면에 위치한 프론트스탠드 즉 프론트루프(14)를 가지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하우징(2)의 저면을 나타낸다.  액세스용이한 도어(18)가 저면에 위치하고, 기억수단 즉 불휘발성 기억수
단을 하우징(2)의 저면에 넣기 위한 액세스커버를 제공한다.  4개의 스크류(19)를 제거하여 그 안으로 용
이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도 7에 있어서, 측면(20)이 아래로 향하는 컴퓨터의 저면은 분리가능
한 하드드라이브 컴파트먼트를 덮는 액세스(18)가 위치한다. 즉, 이 컴파트먼트는 분리가능한 하드드라이
브를 수납한다. 스크류(19)를 풀어 도어(18)를 열고, 하드드라이브용 컴파트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종
래의 이동성 컴퓨터에 있어서,  하드드라이브 컴파트먼트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전체 하우징을 분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많은 예에 있어서, PC카드(28)보다 더 고성능의 하드드라이브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컴퓨터(1)는 PC카드(28) 및 고성능의 하드드라이브 모두를 사용하는 자유도를 제공한다. 스크류(19)를 용
이하게 풀어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선택적인 하드드라이브 컴파트먼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동 리프트스
탠드(8)는 접힌 채로(신체착용모드) 나타내지만, 원할 때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편리하게 아래로 세
운다(종래의 컴퓨터모드).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프트스탠드(8) 및 프론트스탠드(14)는 컴퓨터(1)
가 사용자 신체의 허리 또는 다른 곳에 착용될 때, 루프 또는 벨트가이드로서 작용한다. 스탠드(8,14)는 
구조와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과장하여 돌출되게 나타냈지만, 그러나 사용자의 편안 및 편의를 위하여 
임의의 간편한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체착용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 아웃렛(24)을 사용하여 헤드장
착디스플레이(HMD)를 컴퓨터(1)에 연결한다.  도 5에 있어서, 사용자의 신체(일반적으로 허리선)에 적합
하도록 곡면으로 되고, 또한 컴퓨터하우징의 배면부(5)로부터 후퇴된 오프셋커넥터(24,  3)를 나타낸다. 
커넥터(32)의 요부는 들어가 있어, 착용시에 커넥터(32)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보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중요하다. 후퇴된 커넥터(24)가 바람직할 뿐만 아니고, 착용자의 허리에 적합한 곡면은 편리성 및 
내구성 모두에 있어서 중요하다. 신체착용(또는 허리착용)일 때, 사용자의 허리에 따라서 착용되는 강고
한 커넥터는 노출되지만, 특기한 바와 같이, 손상가능성이 적고, 더 편리하다. 도 6은 아웃렛(24)에 부착
될 때의 커넥터(32)를 나타내고, 케이블(33)에 연결되는 커넥터(32)의 외측부는 컴퓨터하우징(2)의 배면
부(5)를 넘어 돌출되지 않는다. 이 이동성 컴퓨터(1)의 커넥터(24, 3)는 헤드셋 또는 디스프레이수단 및 
전원, 그리고 필요시 키보드에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도면에 있어서, 컴퓨터(1)는 미합중국 특허 제
5,305,244호 및 계류중의 특허출원 SN 08/538,19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핸드프리 구동수단과 함께 사용
된다. 컴퓨터(1)는 오른손 및 왼손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하
우징이 대칭이기 때문에 달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대칭”이란 길이방향 측면(15：상) 및 (20：
하)의 대칭, 즉 크기, 형상 및 위치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7에서의 좌측면(20)은 아래
로 향한다.

도 6 및 7에 있어서, 사용자의 허리에 착용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로서 사용될 때의 위치에서의 컴
퓨터(1)를 나타낸다.  벨트(45)는 허리선 전체를 거의 둘러싸서 점하는 자닉 Ⅰ및 Ⅱ의 컴퓨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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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선의 일부만을 점하는 컴퓨터(1)를 사용자의 허리선에 감고 있다.  또한, 종래의 컴퓨터에 필요한 모
든 컴퓨터 구성품은 본 발명의 하나의 하우징, 즉 하우징(2)에 콤팩트하게 배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케이블(31,33)은 항상 사용자의 뒤쪽을 향하므로, 손 앞의 작업, 즉 기계수리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손을 
사용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본 개시에서는 용어 “허리” 또는 “허리선”을 사용할 
때, 본 컴퓨터의 착용이 바람직한 인체의 다른 부분들도 포함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그리고 최선의 실시예가 여기에 기재되고, 그리고 본 발명의 기본적인 원리를 첨부도
면에 나타내고 있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많은 변형 및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내용 없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하우징, 구동수단,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에 부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컴퓨터하우
징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컴퓨터의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은  

(A) 상기 컴퓨터하우징의 후단부로부터 후퇴한 주변커넥터수단과, 

(B) 하우징에 수납될 때, 전체 PC카드를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수단을 가지는 PC카드하우징과, 

(C) 분리가능한 하드드라이브를 수납하는  컴파트먼트와,

(D) IrDA트랜시버에 내부 연결용의 개구

중 최소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컴퓨터하우징, 구동수단,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에 부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
고,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컴퓨터의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은 또한 연결된 강고한 커넥터가 실질적으로 상기 배면부를 넘어 돌출되지 않도록 상기 배면
부에 접하고, 이로부터 후퇴한 주변커넥터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주변커넥터수단은 사용자의 신체의 
곡선에 실질적으로 적합한 곡면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컴퓨터하우징, 구동수단,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에부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
고,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컴퓨터의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은 또한 내장될 때 전체 PC카드를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수단을 가지는 PC카드하우징으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컴퓨터하우징, 구동수단,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에부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
고,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컴퓨터의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은 분리가능한 하드드라이브 또는 다른 불휘발성 기억수단을 수납하는 컴파트먼트를 가지고, 
상기 컴파트먼트는 사용할 때 사용자의 신체에 접하는 위치에서 상기 하우징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컴퓨터하우징, 구동수단,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에 부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
고,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컴퓨터의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품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은 그 외부에 IrDA트랜시버에 내부 연결용의 개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6 

정면부 및 배면부를 가지는 컴퓨터하우징과,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에 부착하는 수단과, 상기 정면
부 및 상기 배면부가 항상 동일방향으로 위치되도록 상기 컴퓨터하우징을 사용자의 좌측 또는 우측에 착
용하는 수단과, 상기 컴퓨터를 신체착용 이동성 컴퓨터로부터 스탠드만의 컴퓨터장비로 사용되는 수단으
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컴퓨터의 실질적으
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상기 신체착용 컴퓨터하우징은 또한 

(A) 상기 컴퓨터하우징의 후단부로부터 후퇴한 주변커넥터수단과, 

(B) 하우징에 수납될 때, 전체 PC카드를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수단을 가지는 PC카드하우징과, 

(C) 분리가능한 하드드라이브를 수납하는  컴파트먼트와,

(D) IrDA트랜시버에 내부 연결용의 개구

중 최소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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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신체착용 컴퓨터를 상기 컴퓨터하우징과 일체인 종래의 스탠드만의 컴퓨터로 상
기 신체착용 컴퓨터를 전환하는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8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그 배면부상에 주변커넥터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9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그 정면부상에 마우스컨트롤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10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사용자에 접하여 고정되는 컴퓨터 하우징부에 위치하는 부착수단
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11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대칭인 길이방향의 측면부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12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하우징은 최소한 하나의 측면부상에 열방출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청구항 13 

청구항 6에 있어서, 스탠드만의 컴퓨터장비로 사용되는 상기 수단은 전원, 키보드 또는 모니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성 신체착용 컴퓨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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