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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는 휴대 장치용 슬라이딩 스윙 장치가 개시된다. 개시된 슬라이딩 스윙 장치는 본체와, 상기 본체와 대면한 상태

로 슬라이딩 및 스윙 동작으로 개폐되는 슬라이딩 하우징으로 구성된 휴대 장치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에 있어서, 베이스에

장착된 가이드 수단; 상기 가이드 수단에 수용되어 슬라이딩하는 스윙 샤프트; 상기 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베이스 길이

방향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상기 가이드 수단 사이에 장착되어 초기 위치와

종료 위치에서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초기 위치와 상기 종료 위치 사이에는 열리거나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및 상기 스윙 샤프트와 연결되고, 상기 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슬라이딩 중에는 회전 동작이 제한되고, 상

기 슬라이딩 이동이 완전히 수행된 후에만 스윙하는 스윙 플레이트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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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와, 상기 본체와 대면한 상태로 슬라이딩 및 스윙 동작으로 개폐되는 슬라이딩 하우징으로 구성된 휴대 장치의 슬라이

딩 스윙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 구속된 베이스;

상기 베이스에 장착된 제1가이드 수단;

상기 제1가이드 수단과 이웃하게 배치되는 제2가이드 수단;

상기 제2가이드 수단에 의해 슬라이딩하는 스윙 샤프트;

상기 제1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베이스와 대면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채로 구성되어 상기 베이스 길이방향을 따

라 슬라이딩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상기 제2가이드 수단 사이에 장착되어서 초기 위치에서는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초

기 위치와 제1슬라이딩거리 이내에서는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며, 상기 제1슬라이딩 거리 이상과 종료 위치 사이에서는 열

리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종료 위치에서는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및

상기 슬라이딩 하우징에 구속된 상태로 상기 스윙 샤프트와 연결되고,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대면하게 장착되어 상호

간의 텐션을 제공하며, 제1회전 각도에서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대면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상기 텐션 이상의 강제적

인 힘을 가해야 회전하는 스윙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힘 공급 수단은

탄성체; 및

상기 탄성체에 의해 상기 제2가이드 수단에 밀착되는 힘을 제공받아서 상기 밀착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채로 슬라이

딩 이동에 따라서 구르는 롤링 부재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체는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구속된 고정단;

상기 제2가이드 수단의 측면을 따라서 가이드되는 자유단; 및

상기 고정단과 상기 자유단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고정되며, 상기 슬라이딩 이동에 따라서 일정한

궤적을 제공하는 중심부로 구성된 토션 스프링으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롤링 부재는 상기 자유단에 제공되어 상기 제2가이드 수단의 측면에 밀착된 상태로 구르게 구성되

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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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롤링 부재는 경량 금속 재질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가이드 수단은

상기 초기 위치와 상기 종료 위치 사이의 거리 만큼 상기 베이스에서 리세스된 한 쌍의 가이드 홈;

그의 양단이 레이져 용접으로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홈을 횡단하게 각각 고정된 한 쌍의 가이드 봉; 및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의 양단이 상기 가이드 봉을 소정의 길이로 감싸게 각각 절곡되어서 상기 한 쌍의 가이드 봉을 따

라서 슬라이딩하는 한 쌍의 체결부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가이드 수단은 경량 금속성 가이드 레일로 구성되고,

상기 가이드 레일은

그의 양 측면에 각각 형성된 한 쌍의 제1가이드 레일; 및

그의 상면에 형성되어 상기 한 쌍의 제1가이드 레일 사이에 배치된 제2가이드 레일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

딩 스윙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가이드 레일은

상기 초기 위치를 결정하는 제1정지 홈;

상기 종료 위치를 결정하는 제2정지 홈;

상기 제1정지 홈에서 상기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점점 멀어지게 형성된 제1경사면; 및

상기 제1경사면에서 상기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형성되어 상기 제2정지 홈에 도착하는 제2경사

면으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정지 홈과 상기 제2정지 홈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소정 깊이의 롤링 홈이 더 구비되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가이드 레일은

소정의 깊이로 리세스되어 상기 스윙 샤프트가 슬라이딩하는 제1가이드 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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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가이드 홈에서 소정의 깊이로 리세스되어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의 슬라이딩 중에 상기 스윙 플레이트의 스윙

동작을 제한하는 제2가이드 홈으로 구성되고,

상기 제1가이드 홈의 양 단은 각각 반 원통형이고, 상기 제2가이드 홈은 선형임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윙 플레이트의 회전량을 제한하는 제한 수단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한 수단은

상기 제2가이드 수단의 일단에 형성된 소정의 깊이로 형성된 스윙 홈; 및

상기 스윙 샤프트의 하단에 하방으로 연장되어 상기 스윙 홈 내에서 스윙하는 스토퍼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

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3.

제11에 있어서, 상기 회전량은 0도 내지 90도 사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는 상기 스윙 샤프트에 레이져 용접으로 일체형으로 장착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원형의 개구가 구성되어서 연성 회로가 경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상기 제1가이드 수단, 상기 제2가이드 수단, 상기 스윙 샤프트,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 상

기 스윙 플레이트는 금속성 재질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윙 플레이트는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의 텐션을 위한 다수 개의 텐션 돌기들을 포함하며, 상기

텐션 돌기들은 하방으로 벤딩된 형상으로 제공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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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와, 상기 본체와 대면한 상태로 슬라이딩 및 스윙 동작으로 개폐되는 슬라이딩 하우징으로 구성된 휴대 장치의 슬라이

딩 스윙 장치에 있어서,

베이스에 장착된 제1,2가이드 수단;

상기 제1,2가이드 수단에 수용되어 슬라이딩하는 스윙 샤프트;

상기 제1,2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베이스 길이방향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상기 제2가이드 수단 사이에 장착되어 초기 위치와 종료 위치에서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초기 위치와 상기 종료 위치 사이에는 열리거나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및

상기 스윙 샤프트와 연결되고, 상기 제2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슬라이동 중에는 회전 동작이 제한되고, 상기 슬라이딩

이동이 완전히 수행된 후에만 스윙하는 스윙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힘 공급 수단은

탄성체; 및

상기 탄성체의 자유단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 이동에 따른 상기 제2가이드 수단을 구르는 롤러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체는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구속된 고정단;

상기 제2가이드 수단의 측면을 따라서 가이드되는 자유단; 및

상기 고정단과 상기 자유단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고정되며, 상기 슬라이딩 이동에 따라서 일정한

궤적을 제공하는 중심부로 구성된 토션 스프링으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스윙 샤프트는 스토퍼를 더 구비하고, 상기 스토퍼는 상기 제2가이드 수단에서 슬라이딩하는 중에

회전이 제한됨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22.

본체와, 상기 본체와 대면한 상태로 슬라이딩 및 스윙 동작으로 개폐되는 슬라이딩 하우징으로 구성된 휴대 장치의 슬라이

딩 스윙 장치에 있어서,

베이스에 구속된 제1,2가이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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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상기 제2가이드 사이에 장착되어 제1,2위치에서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제1,2위치 사

이에는 열리거나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및

상기 제2가이드에 의해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선형 슬라이딩 중에는 일체로 함께하고, 상기 슬라이딩 중에 회전 동작

이 제한되고, 상기 슬라이딩 이동 종료 후에만 스윙하는 스윙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

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힘 공급 수단은

탄성체; 및

상기 탄성체의 자유단에 연결되어 상기 슬라이딩 이동에 따른 상기 제2가이드를 구르는 롤러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

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체는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구속된 고정단;

상기 제2가이드의 측면을 따라 구르는 롤러가 제공된 자유단; 및

상기 고정단과 상기 자유단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고정되며, 상기 슬라이딩 이동에 따라서 일정한

궤적을 제공하는 중심부로 구성된 토션 스프링으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셀룰러 폰(cellular phon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HHP(Hand Held Phone), 엠피쓰리 폰, 게임

폰, 카메라 폰, 인터넷 폰 또는 이들이 조합된 통신 장치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휴대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스플레

이된 정보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슬라이딩 동작 겸용 스윙 동작을 위한 휴대 장치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에 관한 것이

다.

통상적인 개념의 "휴대 통신 장치"라 함은 사용자가 휴대하면서 상대방과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의미한

다. 이러한 휴대용 통신 장치는 휴대성을 고려하여 소형화, 슬림화, 그립화 및 경량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보다 다양한

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 멀티 미디어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점점 추후의 휴대용 단말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기능, 다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다양한 멀티 미디어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에 적응되도록 변형될 것이다. 아울

러, 휴대용 단말기는 남녀노소, 전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전자 장치로서, 항시 휴대하고 다녀야 할 필수품으로 인식되

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편화된 종래의 휴대용 통신 장치는 외관상으로 여러 타입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휴대용 통신 장치는 외형에 따라서

바-형(bar-type), 플립-형(flip-type) 또는 폴더-형(folder-type) 통신 장치로 분류된다. 또한, 휴대용 통신 장치는 신체

착용 위치 또는 착용 방식에 따라서 목걸이-형(neck wearable-type) 또는 손목착용-형(wrist-type)으로 분류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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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휴대용 통신 장치는 개폐 방식에 따라서 스윙-형(swing-type) 또는 슬라이딩-형(sliding-type) 통신 장치로 분

류되기도 한다. 상기 열거된 다양하게 분류된 통신 장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종래의 휴대용 통신 장치는 음성 통신 기능 이외에 고속의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되고 가고 있다.

즉,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에는 종래의 휴대용 통신 장치에 카메라 렌즈가 채용되어져서 영상 신호 등의 전송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

다. 보편화된 휴대용 통신 장치는 카메라 렌즈 모듈을 외장형이나 내장형으로 구비하여 상대방과의 영상 통화나 원하는 피

사체 촬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휴대용 통신 장치 중, 슬라이딩 타입 휴대용 통신 장치는 본체에서 하우징이 일방향으로만 슬라이딩 이동

이 가능하고, 하우징에 하나의 표시 장치만이 고정식으로 장착되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출원인

에 의해 기출원된 특허 출원번호 "제2002-71911호"에 상세히 개시되었다.

즉, 종래의 휴대 통신 장치는 표시 장치를 통해서 비디오, 티브이 시청이 불편하였다. 티브이 모드나 비디오 시청 모드인

경우, 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표시 장치는 보다 넓은 광폭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슬라이딩 및 스윙이 가능한 휴대 장치가 필요하였고, 그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슬라이딩 스윙 타입 휴대 장치에 채용되는 슬라이딩 겸용 스윙 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완전한 슬라이딩 이동 후의 스윙 이동을 구현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슬림화에 유리한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티브이나 비디오 시청 모드에 부드럽게 슬라이딩 및 스윙 이동을 하여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편

리한 자세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본체와, 상기 본체와 대면한 상태로 슬라이딩 및 스윙 동작으로 개폐되는 슬

라이딩 하우징으로 구성된 휴대 장치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본체에 구속된 베이스;

상기 베이스에 장착된 제1가이드 수단;

상기 제1가이드 수단과 이웃하게 배치되는 제2가이드 수단;

상기 제2가이드 수단에 의해 슬라이딩하는 스윙 샤프트;

상기 제1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베이스와 대면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채로 구성되어 상기 베이스 길이방향을 따

라 슬라이딩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상기 가이드 수단 사이에 장착되어서 초기 위치에서는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초기 위

치와 제1슬라이딩거리 이내에서는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며, 상기 제1슬라이딩 거리 이상과 종료 위치 사이에서는 열리려

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종료 위치에서는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및

상기 슬라이딩 하우징에 구속된 상태로 상기 스윙 샤프트와 연결되고,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대면하게 장착되어 상호

간의 텐션을 제공하며, 제1회전 각도에서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대면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상기 텐션 이상의 강제적

인 힘을 가해야 회전하는 스윙 플레이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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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본체와, 상기 본체와 대면한 상태로 슬라이딩 및 스윙 동작으로 개폐되는 슬라이딩 하우징으로 구성된 휴

대 장치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에 있어서,

베이스에 장착된 가이드 수단;

상기 가이드 수단에 수용되어 슬라이딩하는 스윙 샤프트;

상기 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베이스 길이방향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상기 가이드 수단 사이에 장착되어 초기 위치와 종료 위치에서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초기 위치와 상기 종료 위치 사이에는 열리거나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및

상기 스윙 샤프트와 연결되고, 상기 가이드 수단에 의해 상기 슬라이딩 중에는 회전 동작이 제한되고, 상기 슬라이딩 이동

이 완전히 수행된 후에만 스윙하는 스윙 플레이트로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은 본체와, 상기 본체와 대면한 상태로 슬라이딩 및 스윙 동작으로 개폐되는 슬라이딩 하우징으로 구성된 휴

대 장치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에 있어서,

베이스에 구속된 가이드를 따라서 이동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상기 가이드 사이에 장착되어 제1,2위치에서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제1,2위치 사이

에는 열리거나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및

상기 가이드에 의해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와 선형 슬라이딩 중에는 일체로 함께하고, 상기 슬라이딩 중에 회전 동작이

제한되고, 상기 슬라이딩 이동 종료 후에만 스윙하는 스윙 플레이트로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

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도 1,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타입 휴대 장치에 채용되는 슬라이딩 스윙 장치는 베이스

(10)와, 상기 베이스(10) 양측에 각각 장착된 제1가이드 수단과, 상기 제1가이드 수단과 이웃하게 배치되는 제2가이드 수

단(20)과, 상기 제2가이드 수단(20)에 의해 슬라이딩하는 스윙 샤프트(30)와, 상기 제1가이드 수단에 의해 구속되어서 상

기 베이스(10)와 대면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채로 슬라이딩하는 슬라이딩 플레이트(40)와,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

(40)와 상기 제2가이드 수단(20) 사이에 장착되어서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의 슬라이딩 힘을 제공하는 힘 공급 수단

과,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와 대면하게 장착되어 스윙하는 스윙 플레이트(50)로 구성된다. 상기 힘 공급 수단을 이루

는 탄성체 및 롤링 부재는 도면에서 미 도시되며, 하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윙 플레이트(50)는 다수 개의 텐션 돌기들(51-54)을 구비하며, 상기 텐션 돌기들

(51-54)에 의해서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와 상기 스윙 플레이트(50) 사이는 텐션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스

윙 플레이트(50)는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 상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외부적인 강제적인 힘이 가해져야 제1회전

각도에서 대면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스윙한다. 상기 강제적인 힘은 상기 텐션 이상의 힘을 가해야 한다. 상기 텐션 돌기들

(51-54)은 상기 스윙 플레이트의 소정 부분을 프레스 및 벤딩하여 제작된다.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는 상기 한 쌍의 가이드 봉(15,16)을 따라서 슬라이딩하고, 특히 상기 스윙 플레이트(50)는 상

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 상에서 상기 슬라이딩 이동이 종료된 후에 스윙을 진행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가이드 수단은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의 초기 위치와 종료 위치 사이의 슬라이딩

거리만큼 상기 베이스(10)에서 리세스된 한 쌍의 가이드 홈(11,12)과, 양단이 레이져 용접으로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홈

(11,12)을 횡단하게 각각 고정된 한 쌍의 가이드 봉(15,16)과,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의 양단을 각각 벤딩하여 제작

되며, 상기 한 쌍의 가이드 봉(11,12)을 소정의 길이로 감싸게 장착되어서 상기 한 쌍의 가이드 봉(11,12)을 따라서 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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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하는 한 쌍의 체결부(41,42)로 구성된다. 상기 한 쌍의 가이드 봉(15,16)의 양단이 각각 용접되기 위하여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홈(11,12)이 위치한 근접한 상기 베이스(10)에 미세한 구멍이 제공된다. 상기 한 쌍의 가이드 홈(11,12)은 각각 선

형으로 연장되어서 상기 한 쌍의 체결부(41,42)가 이동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2가이드 수단(20)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2가이드 수단(20)은 경량의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가이드 레일로 구성된다. 상기 제2가이드 수단

(20)은 그의 양 측면에 각각 형성된 한 쌍의 제1가이드 레일(210,220)과, 그의 상면에 형성되어 상기 한 쌍의 제1가이드

레일(210,220) 사이에 배치된 제2가이드 레일(230,234)로 구성된다.

상기 제1가이드 레일(210,220)은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의 초기 위치를 결정하는 제1정지 홈(212,222)과, 상기 슬

라이딩 플레이트(40)의 종료 위치를 결정하는 제2정지 홈(218,228)과, 상기 제1정지 홈(212,222)에서 상기 슬라이딩 방

향의 수직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형성된 제1경사면(214,224)과, 상기 제1경사면에서 상기 슬라이딩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게 형성되어 상기 제2정지 홈(218,228)에 도착하는 제2경사면(216,226)을 구성된다. 바람

직하게 상기 제1정지 홈(212,222)과 상기 제1경사면(214,224) 사이는 각각 곡형으로 구성되어서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

트(40)가 부드럽게 슬라이딩하고, 상기 제1경사면(214,224)과 상기 제2경사면(216,226) 사이는 곡형으로 구성되어서 상

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가 부드럽게 슬라이딩한다. 또한, 상기 제2경사면(216,226)과 상기 제2정지 홈(218,228) 사이

는 곡형으로 구성되어서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가 부드럽게 슬라이딩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제1정지 홈(212,222)과 상기 제2정지 홈(218,228)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소정 깊이의 롤링 홈(240,242)

이 각각 더 구비된다. 상기 각각의 롤링 홈(240,242)은 하기에 언급될 롤링 부재의 구름 가이드 이동을 지지하기 위함이

다.

상기 제2가이드 레일은 그의 상면에서 소정의 깊이로 리세스되어 상기 스윙 샤프트가 슬라이딩하는 제1가이드 홈(236)과,

상기 제1가이드 홈(236)에서 소정의 깊이로 리세스되어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의 슬라이딩 중에 상기 스윙 플레이트의

스윙 동작을 제한하는 제2가이드 홈(234)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1가이드 홈(236)의 양단의 형상은 상기 스윙 샤프트의 외

형과 대응하게 반 원통형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제2가이드 홈(234)은 선형으로 슬라이딩 길이만큼 연장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2가이드 레일(236)은 원형의 개구(230)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230)를 통하여 미도시된 연성 회로가

통과한다. 더욱이, 상기 원형의 개구(230) 외주를 따라서 스윙 개구(232)이 형성된다. 상기 스윙 개구(232)의 동작 원리는

후술하기로 한다.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스윙 샤프트(30)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스윙 샤프트(30)의 상단은 상기

스윙 플레이트와 레이져 용접으로 일체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스윙 샤프트(30)의 하단에는 스토퍼(S)와, 상기 스

토퍼(S)와 반대방향의 개구가 형성된다. 후술하겠지만, 상기 스토퍼(S)는 상기 스윙 플레이트(30)의 회전량 제한과, 상기

슬라이딩 이동 중의 스윙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상기 개구는 상기 미도시된 연성 회로가 경유하기 위하여 형

성된다. 상기 스윙 사프트(30)는 그의 하단이 상기 제2가이드 홈 상에서 슬라이딩 가이드된다.

도 3,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스윙 샤프트(30)의 회전 제한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스윙 샤프

트(30)가 상기 스윙 플레이트(50)와 조립된 상태가 되면,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의 슬라이딩에 따라서, 상기 스윙 플

레이트의 스토퍼(S)는 상기 제2가이드 홈(234)을 따라서 슬라이딩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40)의 슬라이딩 이동이 종료되면, 상기 스토퍼(S)는 상기 스윙 홈(232)

의 일단(232a)에 위치하고, 상기 스윙 플레이트가 회전하면, 상기 스토퍼(S)는 상기 스윙 홈(232)의 타단(232b)에 위치한

다. 즉, 상기 스토퍼(s)는 상기 스윙 홈(232)에 의해 회전이동이 제공되고, 이는 상기 스윙 플레이트의 회전을 제한하게 된

다. 도면에서는 상기 스윙 홈(232)이 약 90도 정의 회전각도 만큼의 외주방향 길이로 형성되었으나, 90도 이상 또는 그 이

상의 외주방향 길이로 제공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도 7 내지 도 8b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자동 슬라이딩 힘 공급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7 내지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힘 공급 수단은 초기 위치(P1)에서는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초기 위치(P1)와 제1슬라이

딩 거리 이내(P2)에서는 닫히려는 힘을 제공하며, 상기 제1슬라이딩 거리 이상(P3)과 종료 위치(P4) 사이에서는 열리려는

힘을 제공하고, 상기 종료 위치(P4)에서는 정지시키는 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힘 공급 수단은 한 쌍의 탄성체(410,420)와, 상기 한 쌍의 탄성체(410,420)에 의해 상기 제1가이드 레일

(210,220)에 밀착되는 힘을 제공받아서 상기 밀착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채로 슬라이딩에 따라서 각각 구르는 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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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롤링 부재(430,440)로 구성된다. 상기 한 쌍의 탄성체(430,440)는 각각 토션 스프링으로 구성되고, 상기 토션 스프링

(430,440)은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구속된 각각의 고정단(411,421)과, 상기 제1가이드 레일(210,220)의 측면을 따

라서 각각 가이드되는 자유단(413,423)과, 상기 고정단(411,421)과 상기 자유단(413,423) 사이에 위치하고, 상기 슬라이

딩 플레이트(40)에 고정되며, 상기 슬라이딩 이동에 따라서 일정한 궤적을 제공하는 각각의 중심부(412,422)로 구성된다.

상기 롤링 부재(430,440)는 상기 자유단(413,423)에 각각 제공되어서 상기 제1가이드 레일의 측면에 형성된 롤링 홈

(240,242:도 5에 도시됨) 상을 구르게 된다. 이 때, 상기 롤링 부재(430,440)는 경량의 금속 재질로 구성된다.

도 10a는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스윙 플레이트(50)에 의해 가려짐)가 슬라이딩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a

에서 상기 롤링 부재는 상기 제1정지 홈(212,222)에 위치한다. 도 10b는 상기 슬라이딩 플레이트(스윙 플레이트(50)에 의

해 가려짐)가 완전한 슬라이딩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10b에서는 상기 롤링 부재가 상기 제1,2경사면

(214,224,216,226)을 지나서 상기 제2정지 홈(218,228)에 위치하는 상태임과 아울러 상기 스토퍼(도 9에 도시됨)가 상기

스윙 홈의 일단에 위치한 상태이다. 도 11는 상기 스윙 플레이트가 완전히 스윙 된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11상태에서는 상기 스토퍼가 상기 스윙 홈을 따라서 이동하여 상기 스윙 홈의 타단에 위치한 상태(도 9에 도시됨)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가 채용된 휴대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13, 도 14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도시된 휴대 장치는 본체(1)와, 상기 본체(1)에서 이동하는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2)으로 구성된다. 상기 본체(1)

에는 상기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2)의 슬라이딩 유무에 따라서 개폐되는 제1키패드(6)와, 상기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2)의

스윙 유무에 따라서 개폐되는 제2키패드(8)가 배치된다.

도 12에는 상기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2)이 일방향으로 선형으로 슬라이딩된 상태를 나타낸다. 상기 본체(1)에서 상기 슬

라이딩 스윙 하우징(2)이 대면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채로 선형으로 슬라이딩한다. 도 13에는 상기 슬라이딩 하우

징(2)이 약 90도 정되 스윙된 상태를 나타낸다. 상기 본체(1)에서 상기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2)은 대면한 상태를 계속적

으로 유지한 채로 스윙 동작이 이루어진다. 상기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2)은 그의 상면에 제1스피커 장치(3)와, 상기 제1

스피커 장치(3)와 이웃하는 표시 장치(5)와, 상기 표시 장치(5)와 이웃하는 제3키패드(7)와, 상기 제3키패드(7)와 이웃하

는 제2스피커 장치(4)가 배치된다. 상기 제1,2스피커 장치(3,4)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한다.

도 13과 같은 상태에서 티브이나 비디오 등의 디스플레이된 화면의 시청가 편리하다. 그 이유는 표시 장치(5)에 디스플레

이된 화면과 제1,2스피커 장치(3,4)가 시청하기에 편리한 곳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티브이 모드나 비디오 시청 모드 등에서

디스플레이된 화면을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슬라이딩 이동 후의 스윙 동작이 구현되게 하여

서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슬림화에 유리한 이점을 달성하였다. 한편, 본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

이 가능함을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자명하다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나타내는 분리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나타내는 조립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의 가이드 레일을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도 3의 정면도.

도 5는 도 3의 라인 X-X의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의 스윙 샤프트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의 슬라이딩 플레이트에 텐션 스프링을 이용한 롤러의

장착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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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플레이트 이동 전의 텐션 스프링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8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플레이트의 이동 후의 텐션 스프링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가이드 레일에 스윙 샤프트의 스윙 전후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0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플레이트 이동 전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0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플레이트 이동 후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플레이트 이동 후의 스윙 플레이트 스윙 후의 슬라이딩 스윙 장치

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가 채용된 휴대 장치의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의 슬라이

딩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슬라이딩 스윙 장치가 채용된 휴대 장치의 슬라이딩 스윙 하우징의 스윙 후

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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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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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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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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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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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a

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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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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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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