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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휴대폰의 본체 내부에 장착되는 슬라이드 모듈에 의해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이 슬라이딩되도록 휴대폰
을 구현함으로써, 휴대폰의 본체 길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휴대폰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결합시키며, 일직선 방향으로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슬라이딩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슬라이드 모듈; 및 상부 하
우징에 장착된 회로 기판과 하부 하우징에 장착된 회로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 부재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슬라이드, 모듈, 하우징, 휴대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의 입체도.

도 2a 및 도 2b는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의 입체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 따른 슬라이드 모듈을 이용한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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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슬라이드 모듈의 분해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슬라이드 모듈의 결합 사시도.

도 6은 도 3에서의 상부 하우징의 단면도.

도 7은 도 3에서의 하부 하우징의 단면도.

도 8은 도 3에서의 FPCB의 단면도.

도 9a 내지 도 9c는 도 4에서의 볼의 부착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0: 휴대폰 310: 상부 하우징

311: 액정화면 312: 슬라이드 모듈

320: 하부 하우징 321: 키패드

330: FPCB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휴대폰의 본체 내부에 슬라이드 모듈을 장착하여 상부 하우징
(Housing)과 하부 하우징을 슬라이딩할 수 있는 휴대폰에 관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휴대폰은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러한 휴대폰은 사람들
의 기호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예를 들어, 바 타입, 플립형 및 폴더형 등이 있음)로 제조되고 있다.

여기서, 바 타입 휴대폰은 키패드가 외부에 노출되 있어, 키패드가 쉽게 손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플립형 
휴대폰에서는 플립으로 키패드를 덮어서 보호함으로써 바 타입 휴대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플립형 휴
대폰의 경우 본체의 길이가 매우 길어서 휴대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바 타입 및 플립형 휴대폰이 갖는 긴 본체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것이 폴더형 휴대폰인데, 이 폴더형 
휴대폰은 통화나 휴대시 폴더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상부폴더와 하부폴더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쉽게 
손상되었다.

이와 같은 폴더형 휴대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이다.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100)은, 본체(111)와 이것에 부착된 키패드와 액정화면(LCD)
를 덮고 있는 슬라이드 덮개(112)로 이루어진 것으로, 슬라이드 덮개(12)를 슬라이딩(Sliding)하여 키패드와 액정화
면을 노출시키거나 덮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도 1a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100)을 휴대하기 위해 슬라이드 덮개(12)로 키패드와 액정화면을 덮고 있는 상태를 나
타낸 것이다.

 - 2 -



공개특허 특2002-0074870

 
도 1b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100)으로 통화하기 위해 도 1a에서와 같이 덮혀진 슬라이드 덮개(12)를 슬라이딩하여 
키패드와 액정화면을 노출시킨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100)의 경우, 슬라이드 덮개(112)를 슬라이딩하여 키패드와 액정화면
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플립형 휴대폰에서의 플립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조한 것에 불과할 뿐 플립형 
휴대폰에 비해 그 길이를 축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200)은, 액정화면(211)이 외부에 노출되게 부착된 본체(212)
와, 키패드(213)가 부착되고 본체(212) 내부로 슬라이딩되어 삽입되는 슬라이드 부재(214)로 이루어진다.

도 2a는 키패드(213)가 부착된 슬라이드 부재(214)가 본체(212) 내부로 슬라이딩되어 삽입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2b는 키패드(213)를 눌러 전화를 걸기 위해 도 2a에서와 같이 본체(212) 내부에 삽입된 슬라이드 부재(214)를 슬
라이딩하여 외부로 노출시킨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200)의 경우에도, 플립형 휴대폰에 비해 본체(212)의 길이를 실질적으로 줄
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의 본체를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으로 구분하여, 상부 하우징을 상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구
조로 이루어진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도 제안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의 경우 상부 하우징을 가이드(Guide)하는 
부재가 손상되기 쉬운 레일(Rail) 구조로 구현되 있어, 휴대폰에 가해지는 충격 등에 의해 슬라이딩 구조가 쉽게 파손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종래의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은, 슬라이딩에 의한 휴대폰의 개폐시 사용자가 개폐 완료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상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휴대폰의 본체 내부에 장착되는 슬라이드 
모듈에 의해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이 슬라이딩되도록 휴대폰을 구현함으로써, 휴대폰의 본체 길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휴대폰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슬라이드 모듈에 의한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슬라이딩할 경우 휴대폰 본체의 개폐 완료 상태를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슬라이딩에 의한 휴대폰의 개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폰을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으로 이루이진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에 있어서, 
상기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결합시키며, 일직선 방향으로 상기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슬라이딩시키는 적
어도 하나의 슬라이드 모듈; 및 상기 상부 하우징에 장착된 회로 기판과 상기 하부 하우징에 장착된 회로 기판을 전기적
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 부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휴대폰을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부 하우징과 키패드가 부착된 하부 하우징으로 분리하여, 상부 하우징에 장착
되는 슬라이드 모듈에 의해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이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휴대폰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하 첨부
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 따른 슬라이드 모듈을 이용한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의 사시도로서, 스피커, 기능 키 및 액정
화면(311) 등의 전자 소자와 슬라이드 모듈(312)이 부착된 상부 하우징(310)과, 마이크, 안테나, 배터리 및 키패드(
321) 등의 전자 소자가 부착된 하부 하우징(320)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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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의 휴대폰(300)은, 상부 하우징(310)에 장착된 전자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기판과 하부 하우징
(320)에 장착된 전자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FPCB(Flexible Printed Circ
uit Board)(330)를 구비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휴대폰의 경우, 전화의 수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키와 마이크와 스피커를 외부에 노출되게 장착
하면,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징(320)을 열지 않고도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한편, 슬라이드 모듈(312)은 도 3에서와 같이 반드시 한 개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상의 슬라이드 모듈을 사
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을 구현할 수도 있다.

    
도 4는 도 3에서의 슬라이드 모듈의 분해 사시도로서, 슬라이드 모듈(312)에 하부 하우징(320)을 고정시키기 위한 고
정대(411, 412)가 부착되며,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징(320)이 슬라이딩되도록 하는 슬라이딩 부재(410)와, 
상부 하우징(310)에 고정되며, 슬라이딩 부재(410)를 받치기 위한 받침판(420)과, 받침판(420)에 부착된 슬라이딩 
부재(410)를 고정시켜 주며, 슬라이딩 부재(410)의 슬라이딩을 가이드하기 위한 가이드 홀(h1)이 형성되는 가이드 
판(430)로 이루어진다.
    

슬라이딩 부재(410)는, 가이드 판(430)에 의해 받침판(420)에 부착되는 판스프링(411)과, 슬라이드 모듈(312)에 
하부 하우징(320)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이격되게 판스프링(411)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가이드 판(430) 방향으로 돌
출되는 제 1 및 제 2 고정대(412, 413)와, 판스프링(411)과 받침판(420) 사이에 볼(Ball)(415)을 삽입시키기 위하
여, 제 1 및 제 2 고정대(412, 413) 사이의 판스프링(411)의 일정 부분이 융기되는 융기부(414)로 구성된다.

여기서, 판스프링(411)은 마찰에 의한 마모도가 적은 재질로 구현하여, 슬라이딩 부재(410)의 슬라이딩에 따른 그 마
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제 1 및 제 2 고정대(412, 413)에는 나사(Screw)(401, 402)를 삽입할 수 있는 나사 홈이 형성되 있으며, 이
는 도 3에서의 하부 하우징(320)에 형성된 홀(h2, h3)들에 각각 제 1 및 제 2 고정대(412, 413)를 결합시킨 후 나사
(401, 402)들을 상기 나사 홈에 삽입함으로써, 하부 하우징(320)을 상부 하우징(310)에 부착된 슬라이드 모듈(312)
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받침판(420)은 일면이 개방된 직육면체형으로, 판스프링(411)이 접촉되는 직사각형의 바닥면(421)과 이 바닥면(42
1)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갖는 4 개의 수직 벽면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4 개의 수직 벽면의 높이는 판스프링(411)의 
두께보다는 높고 제 1 및 제 2 고정대(412, 413)의 높이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는 슬라이딩 부재(312)가 가이드 판(
430)에 의해 받침판(420)에 부착되더라도, 제 1 및 제 2 고정대(412, 413)가 하부 하우징(320)의 홀(h2, h3)들이 
삽입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받침판(420)의 수직 벽면에 형성된 요철(┏┓) 부분은 가이드 판(430)을 받침판(420) 내부로 결합시킬 경우 
가이드 판(430)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수직되게 접어 넣는데, 이는 받침판(420)과 가이드 판(430)의 결합을 공고히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받침판(420)의 바닥면(421)에는 두 개의 홀(h4, h5)들이 이격되게 형성되며, 이는 슬라이드 부재(410)를 슬
라이딩할 경우 볼(415)이 걸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볼(415)이 홀(h4, h5)들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 
딸깍" 되는 락킹 느낌(Locking feeling)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슬라이딩에 의한 상부 및 하부 하우징(
310, 320)들 간의 개폐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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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판(430)은 받침판(420)과 유사한 일면이 개방된 직육면체형으로, 중앙 부분에 가이드 홀(h1)이 형성된 직사
각형의 평면(431)과 이 평면(431)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갖는 4 개의 수직 벽면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4 개의 수직 
벽면들은 받침판(420)의 수직 벽면들과 거의 동일한 높이를 갖으며, 슬라이드 모듈(312)의 조립시 받침판(420)의 내
부로 삽입되되, 가이드 판(430)의 수직 벽면들의 외측은 받침판(420)의 수직 벽면들의 내측에 접촉된다.

그리고, 가이드 판(430)의 평면(431)은 수직 벽면들과 가이드 홀(h1)을 이격시키는 일정 넓이를 갖으며, 이 넓이에 
의해 슬라이드 모듈(312)의 슬라이딩 부재(410)가 슬라이딩될 수 있는 가이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도 5는 도 4에서의 슬라이드 모듈의 결합 상태를 사시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5에서와 같이 슬라이드 모듈(312)이 결합된 상태에서, 가이드 판(430) 위로 돌출된 제 1 및 제 2 고정대(412, 4
13)에 하부 하우징(320)의 홀(h2, h3)들이 삽입된 후, 나사(401, 402)들에 의해 하부 하우징(320)이 상부 하우징(
310)에 부착되는 슬라이드 모듈(312)에 고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슬라이드 모듈(312)이 결합된 상태에서, 슬라이딩 부재(410)는 상기 가이드 공간과 가이드 판(430)의 가이
드 홀(h1)을 따라 슬라이딩된다. 즉, 슬라이드 모듈(312)에 의해 결합되는 상부 및 하부 하우징(310, 320)들은 가이
드 홀(h1)을 따라 이동되는 슬라이딩 부재(410)에 의해 슬라이딩될 수 있는 것이다.

도 6은 도 3에서의 상부 하우징의 단면도로서, 슬라이드 모듈(312)이 부착된 부분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도 6에서, 도면 부호 h6 및 h7은 바형(Bar type) 홈으로, 이 홈(h6, h7)들에는 각각 도 3에서의 하부 하우징(320)의 
양측면에 바형으로 돌출된 돌출부(322, 323)가 삽입된다. 이는, 휴대폰(300)을 슬라이딩하여 개폐할 경우, 상부 및 
하부 하우징(310, 320) 간에 직선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슬라이딩에 의해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징(320)을 개폐할 경우,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징
(320) 간에 흔들림이나 비틀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도면 부호 h8은 나사를 삽입하기 위한 홀이며, 도면 부허 h9는 " ㄴ" 자 형의 홀로 FPCB(330)를 삽입하기 위
한 것이다. 여기서, 홈(h9)을 통해 삽입되 FPCB(330)는 상부 하우징(310)에 장착된 회로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다.

도 7은 도 3에서의 하부 하우징의 단면도로서, 키패드(321)가 부착된 부분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도 7에서, 도면 부호 h10은 상부 및 하부 하우징(310, 320)들 간의 회로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FPCB(330)가 
삽입되는 홈이다.

그리고, 홈(h10) 내부에는 " ㄴ" 자 형 홀(h11)이 형성되며, 이 홀(h11)을 통해서 FPCB(330)가 하부 하우징(320)
의 회로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상부 및 하부 하우징(310, 320)들을 결합할 경우, FPCB(330)가 홈(h10) 내부에 삽입되도록 함으로써, FPC
B(330)의 두께에 의해 상부 및 하부 하우징(310, 320)들 간에 결합 상태의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이다.

도 8은 도 3에서의 FPCB(330)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도 8을 참조하면, FPCB(330)의 제 1 단자(331)는 상부 하우징(310)의 홀(h9)로 삽입되어 회로 기판에 연결되고, 
제 2 단자(332)는 하부 하우징(320)의 홀(h11)로 삽입되어 회로 기판에 연결된다.

그리고, 제 1 및 제 2 단자(331, 332)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으로 이루어진 연결선(333)은 상부 및 하부 하우징(310, 
320)들의 결합시 하부 하우징(320)의 홈(h10)에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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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는 도 4에서의 슬라이딩 부재(410)와 받침판(420)을 결합할 경우, 볼(415)이 받침판(420)의 바닥면(431)에 
접촉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 9b는 도 4에서의 슬라이딩 부재(410)와 받침판(420)을 결합할 경우, 볼(415)이 받침판(420)의 바닥면(431)에 
접촉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 9a에서와 다르게 융기부(414)와 볼(415) 사이에 스프링(416)을 부착시켜 슬라
이딩 부재(410)를 구현하였다.

이렇게, 스프링(416)을 사용한 이유는 슬라이딩 부재(410)의 슬라이딩시 도 9c에서와 같이 볼(415)이 받침판(420)
의 홀(h4, h5)들에 걸려서 발생되는 " 딸깍" 소리가 보다 크게 발생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슬라이딩에 의한 상부 및 하
부 하우징(310, 320)들 간의 개폐가 완결되었음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판스프링(411)이 상하 방향으로 탄력성을 갖고 있어 도 9b에서와 같이 스프링(416)을 사용하지 않고 슬라이
딩 부재(410)를 구현하더라도, 사용자가 슬라이딩에 의한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징(320)의 개폐 완료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휴대폰에서는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징(320) 간의 슬라이딩을 수동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슬라이딩에 의한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징(320)의 개폐가 완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은 슬라이딩에 의한 상부 하우징(310)과 하부 하우
징(320)의 개폐시 열거나 닫는 동작중 하나의 슬라이딩 동작만이 반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
위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슬라이드 모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구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갖는
다.

첫째, 휴대폰의 본체 길이를 대폭 줄여 제품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슬라이딩에 의한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 간의 개폐 완료를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슬라이딩에 의한 휴대폰의 개폐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휴대폰에 바 타입의 돌출부를 통해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 간의 슬라이딩이 직선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균
형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휴대폰의 흔들림 및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으로 이루이진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에 있어서,

상기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결합시키며, 일직선 방향으로 상기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슬라이딩시키는 적
어도 하나의 슬라이드 모듈; 및

상기 상부 하우징에 장착된 회로 기판과 상기 하부 하우징에 장착된 회로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 부
재

을 포함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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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라이드 모듈은 각각,

상기 하부 하우징을 고정시키기 위한 제 1 및 제 2 고정대가 부착되며, 상기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이 슬라이딩되
도록 하는 슬라이딩 부재;

상기 상부 하우징에 고정되며, 상기 슬라이딩 부재를 받치기 위한 받침판; 및

상기 받침판에 부착된 상기 슬라이딩 부재를 고정시켜 주며, 상기 슬라이딩 부재의 슬라이딩을 가이드하기 위한 가이드 
홀이 형성되는 가이드 판

을 포함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부재는,

상기 가이드 판에 의해 상기 받침판에 부착되는 판스프링;

상기 슬라이드 모듈에 상기 하부 하우징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이격되게 상기 판스프링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상기 가이
드 판 방향으로 돌출되는 상기 제 1 및 제 2 고정대; 및

상기 판스프링과 상기 받침판 사이에 볼을 삽입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고정대 사이의 상기 판스프링의 일정 
부분이 융기되는 융기부

를 포함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고정대에는 각각,

상기 하부 하우징을 고정시키기 위한 나사를 삽입할 수 있는 나사 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
대폰.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판은,

일면이 개방되고 상기 하부 하우징에 부착되는 하나의 바닥면과 4 개의 수직 벽면을 갖는 직육면체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을 슬라이딩시킬 경우 상기 볼이 걸려서 " 딸깍" 과 같은 소리가 발생되도록 하기 위하
여, 상기 바닥면에는 이격되게 제 1 및 제 2 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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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 판은,

일면이 개방되고 하나의 평면과 4 개의 수직 벽면을 갖는 직육면체형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평면의 중앙 부분에는 상기 슬라이딩 부재의 슬라이딩을 가이드하기 위한 가이드 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 판을 이용하여 상기 슬라이딩 부재를 상기 받침판에 부착시킬 경우, 상기 가이드 판과 받침판 사이에 상기 
슬라이딩 부재를 슬라이딩시킬 수 있는 가이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부재는,

상기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의 회로 기판에 각각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단자와, 상기 제 1 및 제 2 단자를 전기적
으로 연결하는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
대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하우징에는,

상기 FPCB의 연결선이 삽입되는 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청구항 10.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융기부와 상기 볼 사이에는 스프링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10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 하우징 및 하부 하우징 간에 직선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상기 하
부 하우징의 양측면에 바형으로 돌출된 제 1 및 제 2 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상부 하우징의 양측면에는 상기 제 1 및 
제 2 돌출부가 삽입되는 직선형의 제 1 및 제 2 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드 타입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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