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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모빌 코어 유닛, 그리고 코어 유닛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것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엔클로져(enclosure),

이러한 2개의 구조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코어 유닛은 디스플레이 및 전원을 제외한 범용의 컴퓨터

가 갖는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한다. 코어 유닛은 엔클로져와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컴퓨터로써 기능하

지 않는다. 엔클로져는 시스템에 주변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여러 개의 커넥터 포트를 갖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모빌 코어 유닛, 엔클로져, 커넥터 포트, 컴퓨터 시스템, 코어 컴퓨터 유닛, 접속수단, 통신 활성화 수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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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코어 유닛이 엔클로져에 삽입되기 전의 코어 유닛과 엔클로져의 사시도이다.

도 2는 코어 유닛이 엔클로져에 삽입된 후의 사시도이다.

도 3은 코어 유닛과 엔클로져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unique type)의 커넥터 수단에 관한 일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 4는 코어 유닛과 엔클로져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짝이 되는 커넥터의 사시도이다.

도 5는 코어 유닛과 엔클로져에 있어서 짝이 되는 커넥터 수단의 또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이다.

도 6은 엔클로져의 개구와 짝이 되는 페그형(peg type) 코어 유닛 커넥터 수단의 사시도이다.

도 7은 임의의 시험 장비의 일부분인 엔클로져의 사시도 및 이와 짝이 되는 코어 유닛의 사시도이다.

도 8은 "모빌 어시스턴트(Mobile Assistant)"와 같은 착용 가능한 컴퓨터의일부분인 엔클로져의 사시도 및 이와 짝이 되는

코어 유닛의 사시도이다.

도 9는 데스크의 일부분인 엔클로져의 사시도 및 이와 짝이 되는 코어 유닛의 사시도이다.

도 10은 엔클로져의 커넥터 수단과 짝이 되며 전원 및 버스 커넥터 수단을 완전히 보여주는 코어 유닛의 사시도이다.

도 11은 차 또는 다른 운송수단의 팔걸이의 일부이며, 차의 여러 기능에 관한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는 엔클로져의 사시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안성(security) 있는 컴퓨터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 좀더 상세하게는 호환성 있는 엔클로져(enclosure)와 함

께 사용될 수 있는 교환 가능한 모빌 코어 컴퓨터(transferable mobile core computer)이다. 본 출원은 1996년 8월 29일

미국 특허출원 SN 08/705,247호의 부분연속출원(CIP)이다.

모출원 SN 08/705,247호는 착탈 가능하고 독립적인 모빌 컴퓨터 유닛( self-contained mobile computer unit)과 함께

베이스 컴퓨터(base computer)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을 개시 및 청구한다. 모빌 컴퓨터가 베이스 컴퓨터로부터 분리되

면 시스템의 모빌 컴퓨터 및 베이스 컴퓨터는 각각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특허출원 SN 08/705,247의 시스템의 베이

스 및 모빌 컴퓨터는 범용 컴퓨터(종래의 컴퓨터)의 모든 구성요소 즉 프로세서, 메모리수단, 내부 기억 수단, 활성화 수단,

비디오 디스플레이 콘트롤러, 입/출력 제어수단 및 외부 커넥터를 갖는다. 따라서 전원 및 디스플레이(display)를 제외한,

종래의 컴퓨터 구성요소를 갖춘 종래의 범용 컴퓨터는 본원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를 통하여 독립적임을 의미하며,

엔클로져 내에서 외부 데이터 및 정보원과 인터페이스(interface)할 수 있는 내재된 용량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독립

적인 코어 컴퓨터는, 모빌 컴퓨터, 랩탑(laptop) 또는 베이스 컴퓨터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 차, 장치류, 텔레비전, 경보, 전

기 및 냉난방 시스템 등의 홈 시스템, 팩스기, 복사기, 전화, 구술기계(dictating machine) 등의 사무 장비 또는 기타 적당

한 엔클로져와 같이, 동일하고 유일한 복수의 서로 다른 엔클로져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가진다. 본

발명의 코어 유닛은 비록 그 유닛이 종래의 컴퓨터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유닛이 짝이 되는 엔클로져에

부착되지 않는 한 기능을 행할 수 없다.

미국 특허 제 5,305,244호 및 미국 특허출원 SN 08/538,194호 및 그 계속출원(1997.5.22 출원)에는 컴퓨터 및 디스플레

이 또는 단지 디스플레이만을 사용자에게 부착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이동 사용자 지원 컴퓨터 장치(a mobile user

supported computer apparatus)가 개시되어 있다. 위의 출원 및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자 지원 컴퓨터는 지버노트

코퍼레이션(Xybernaut Corporation, Fairfax, VA, USA)의 등록상표인 "모빌 어시스턴트(Mobile Assistant)"를 부착하

여 상업화되었다. 모빌 어시스턴트 컴퓨터는 매우 가볍고, 다기능성이며, 효율적이고, 사용자에게 부착될 수 있으며, 음성

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 사용자의 손을 다른 작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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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컴퓨터 또는 구조체에 사용되는 착탈 가능한 모듈을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모듈들은 전형

적으로 단지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며, 충분한 기능의 독립된 컴퓨터는 아니다. 또한 착탈 및 결합 가능한 모빌 컴퓨터

(removable dockable mobile computer)도 공지인 바 컴퓨터로서 충분한 기능을 행하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에 삽입될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결합 컴퓨터는 그들의 도킹 스테이션과 분리되어 또는 독립

적으로 충분한 기능을 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특허 제5,488,572호; 제5,526,493호; 제5,608,608

호; 제5,627,974호; 제5,632,020호 및 각종 PCT 공보 WO 94/1637호; WO 93/00627호 및 WO 90/11628호에 일부 이러

한 시스템이 기재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5,488,572호(Belmont)에는, 결합 전에도 충분한 기능을 행하는 노트북 컴퓨터가

모터 구동 확장 베이스 유닛(motorized expansion base unit)에 결합된다. 결합 전에는 노트북 컴퓨터는 감지신호(sense

signal)를 통하여 확장 베이스 유닛과 연통한다. 이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은 함께 동작하고 상호 작용하도록 특

별히 설계되어 있다. 노트북 컴퓨터는 다른 도킹 스테이션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범용 컴퓨터가 아니다. 벨몬트

의 특허건에서, 확장 베이스 유닛이 노트북 컴퓨터가 결합하기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면, 모터를 구동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탑재한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써, 노트북 컴퓨터 및 도킹 스테이션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결합된 베이스 유닛은 그것과 호환성을 가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다른 컴퓨터와 결합할

수 없다.

미국 특허 제5,526,493호(Shu)는 컴퓨터 확장에 사용되는 다른 도킹 시스템(docking system)을 개시한다. 슈 시스템에

서, 컴퓨터 사용자는 도킹 스테이션과 결합 전에 일시정지모드에서 휴대용 컴퓨터를 수작업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 여기

서 또한 슈의 휴대용 컴퓨터(12)는 도킹 스테이션(14)에 결합되기 전에도 컴퓨터로써 충분한 기능을 행한다.

미국 특허 제5,608,608호(Flint)는 공통의 버스를 통하여 서로간에 인터페이스하는 분리된 기능 구성요소를 가지는 1개의

카트리지와 2개의 섀시(chassis)의 사용을 하고 있다. 플린트의 카트리지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서, 제 2 버스에 결합된 메

모리 및 제2 버스와 결합된 통신 모듈을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슬롯을 갖는다. 카트리지는 랩탑, 노트북, 서브 노트

북 컴퓨터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 플린트의 카트리지는 범용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행하지 못하며,

특히 데이터 기억수단,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비디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회로 중 두 개는 카트리지가 아닌 플린트

의 섀시에 포함된다. 따라서 카트리지는, 전체로써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검색, 운영 소프트

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2개의 섀시중 적어도 하나에 종속된다. 본원의 명세서에서 후술되

는 바와 같이, 본원의 기재된 발명은 코어 유닛에 기억, 처리, 비디오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고, 코어 유닛은

운영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또는 비디오 세팅(video setting)의 버전에 무관하게 어떠한 폐쇄된 하우징과도 함께

사용된다. 플린트 발명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팅들은 컴퓨터가 정상 동작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매칭되어야 한다. 또한 플

린트의 발명은 3개의 분리된 구성요소(2개의 섀시 및 1개의 카트리지)가 요구되지만, 본 발명은 오직 2개의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

미국 특허 제5,627,974호(Watt)는 도킹 스테이션에 휴대용 컴퓨터를 접속시키는 접속수단 및 상기 도킹 스테이션내의 마

이크로 프로세서가 상기 휴대용 컴퓨터 내의 중앙처리장치(CPU)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하는 수단을 갖는

컴퓨터 도킹 시스템을 개시한다. 휴대용 컴퓨터는 결합 전후에 완전한 기능을 행한다. 즉 도킹 스테이션에 결합되지 않아

도 일반의 컴퓨터로서 기능한다.

미국 특허 제5,632,020호(Gephardt)는 핫 또는 웜 도킹(hot or warm docking)을 할 수 있는 도킹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dockable computer system)을 개시하며, 버스 조정자(bus arbiter)는 인식 신호에 응답하여 휴대용 컴퓨터 및 도킹 스

테이션의 버스를 정지시킬 수 있는 도킹요소(docking agent)에 대한 배타적 비선점 액세스(exclusive non-preemptive

access)를 부여한다. 위의 모든 PCT공보에는 모빌 컴퓨터를 받아들여 활성화된 데스크탑 컴퓨터 유닛이 되는 종래의 인

터 도킹 스테이션을 개시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기술 중 어느 것에도 다수의 표준 엔클로져 내에 일반적 용도를 갖는 표준화된 모빌 코어 유닛의 개념에 대하여 개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결점이 없는 코어 컴퓨터 유닛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종 레벨의 보안성을 제공하며, 하나의 엔클로져에서 다른 엔클로져로 교환 가능한 코어 유닛

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독립적이고 유일하게 디자인되어 현재의 엔클로져 환경뿐만 아니라 제2의 환경에서 완전히 새

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어 유닛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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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독립적이고 컴퓨터에 문외한인 초보자도 사용하기 적합하고 사용하기 단순한 코어 유닛을 제공

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유일하게 디자인되어, 제1의 엔클로져로부터 제거되어 제2 엔클로져에 삽입되는 경우에, 동일

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거나 또는 제2 엔클로져 환경 하에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동작하는 독립적인 코어 유닛을 제공하

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의 엔클로져로부터 용이하게 제거되어 제2의 상이한 엔클로져에 삽입되거나 또는 하나의

엔클로져 내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코어 컴퓨터 유닛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엔클로져나 환경 하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코어 컴

퓨터 유닛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무 설비(office equipment), 가정, 차량, 텔레비전 또는 다른 엔클로져처럼 유일하게 디자인된

엔클로져에 적합하도록 유일하게 디자인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코어 유닛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들은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핵심인 단일의 하우징 내에 포함된, 교환 가능하고 착탈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코어 유닛에 의하여 달성된다. 본 발명의 코어 유닛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단일의 밀폐된 하우징 내에 포함

되어, 짝이 되는 엔클로져 안으로 일 유닛으로 용이하게 삽입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코어 유닛은

엔클로져의 활성화 수단 또는 전원 커넥터에 적합하거나 그와 짝이 되는 유일하게 구성된 오직 하나의 접속수단을 갖는다.

이러한 접속 수단과 달리, 코어 유닛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단일의 하우징 내에 밀봉되어 그 하우징으로부터 제거될 수 없

다. 이 동일한 접속수단은 또한 버스 또는 무선방식으로 정보전송이나 통신을 제공한다. 코어 유닛 내의 모든 컴퓨터 구성

요소는 예를 들어 CPU가 제거되어 제2 CPU 또는 다른 구성요소들로 교체되는 종래의 기술과는 달리 원상태 그대로 있

다. 코어 유닛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안성은 엔클로져의 짝 커넥터에 접속되는 유일하게 구성된 짝 접속수단에 의하여 달성

된다. 코어 유닛이 분실 또는 잘못된 위치에 놓인 경우에도, 동일하고 특이한 엔클로져의 짝 커넥터에 접속되어야만 코어

유닛이 동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어 유닛 내의 데이터가 타인에 의하여 읽혀지거나 프린트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코어 유닛은 완전히 폐쇄된 하우징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컴퓨터의 구성요소도 제거되거나 복제되거나

또는 함부로 변형될 수 없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

본원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둘러쌈(enclostlre)", "둘러싸인(enclosed)" 또는 "둘러싼(enclosing)"

의 의미는 코어 유닛이 엔클로져에 접속되거나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 활성화 수단

(communication activation means)"이란 용어는 무선전송 또는 통신, 전파, 셀룰러 통신 등을 의미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코어 유닛은 종래 기술의 컴퓨터 장치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앞에 기술된 미국 특허 제

5,608,608호의 카트리지 유닛과 다르다. 미국 특허 제5,608,608호(Flint)는 공통 버스를 통하여 서로 인터페이스 되는 분

리된 기능 구성요소들을 가지는 1개의 카트리지와 2개의 섀시의 사용이 개시되어 있다. 카트리지는 오직 하나의 프로세

서, 제2 버스와 결합된 메모리 및 제2 버스와 결합된 통신 모듈을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슬롯으로 구성된다. 카트리

지는 랩탑, 노트북, 서브 노트북 컴퓨터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트리지는 범용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처

리하지 못하며, 특히 데이터 기억수단,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비디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회로 중 2개는 카트리지가

아닌 섀시에 포함된다.

따라서 플린트의 카트리지는 전체로서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검색, 운영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인터페이스 때문에 2개의 섀시에 종속된다. 본원의 명세서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현재 기술되는

발명은 코어 유닛에 기억, 처리, 비디오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코어 유닛은 비디오 세팅, 응용 소프트웨어

나 운영체제의 버전에 무관하게 어떠한 하우징과도 함께 사용된다. 플린트의 발명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팅들은 컴퓨터가

정상 동작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매칭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플린트 발명은 3개의 분리된 구성요소(2개의 섀시 및 1개

의 카트리지)가 요구되지만, 본 발명은 오직 2개의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 또한, 플린트의 발명은 섀시가 사용자에 의하

여 구성 가능한 반면, 본 발명의 코어 유닛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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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플린트의 카트리지는 외부 주변기기 또는 포트(예를 들어 PCMCIA)가 카트리지의 일체의 부분이 되는 것이 가능하

다. 역으로, 본 발명에 있어서 어떠한 주변장치나 외부 주변 포트는 코어 유닛에 일체로 될 수 없는 바, 코어 유닛은 모든 구

성요소들을 완전히 폐쇄된 하우징 내에 가지고 있고, 코어 유닛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코어 유닛의 내부 구성요소와의 유일한 통신은 접속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코어 유닛은 작고 콤팩트하며 독립적인 일체완비형이다. 코어 유닛이 삽입될 수 있는 각 엔클로져는 각자만의

구별되는 주변장치 세트나 단일 또는 복수의 기능을 행하는 주변 커넥터 포트들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 기술자가

재고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면, 코어 유닛은 재고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행하는 특정된 커넥터 포트(예를 들어 바코드

스캐너를 위한 포트, 리모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포트)를 가진 엔클로져에 삽입된다. 만일 동일 기술자가 기계설비를

유지하고 수리할 책임이 있다면, 그 기술자는 코어 유닛을 재고 엔클로져에서 제거하여, 동일한 코어 컴퓨터 유닛을 유지

기능을 행하기 위한 특정의 구별되는 주변장치 또는 커넥터 포트(예를 들어 장비의 비-삽입 테스트를 행하는 1553인터페

이스,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 포트, 전기값을 측정하기 위한 디지털 멀티 미터)를 갖는 상이한 엔클로져에 삽입하여 수리

및 유지 컴퓨터로서 기능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에 있어서 보안이 중요하게 되어, 특정인만이 엔클로져나 시스템에 접근

하도록 하려면 위의 기술자의 코어 유닛에 추가적 보안 수단이 삽입될 수 있다.

위의 기술자는 사무실을 가질 수 있고, 랩탑 컴퓨터에 접근하여 그것으로부터 작업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사용된 코어 컴

퓨터는 내장 주변 장치(예를 들어 CD-ROM판독기), 모든 주변 커넥터 포트 및 전원 공급수단이 랩탑처럼 보이는 엔클로져

의 안에 있는 랩탑 엔클로져에 삽입될 수 있다. 코어 유닛이 랩탑 엔클로져에 삽입되면 유닛은 통상의 랩탑처럼 기능한다.

위의 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3개의 서로 다른 컴퓨터(재고 관리 장치, 시험 장치 및 컴퓨터, 랩탑 컴퓨

터)가 요구되지 않고, 다양한 서로 다른 환경 및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코어 컴퓨터의 다기능성이 예시되었다.

코어 유닛 및 그것의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는 코어 컴퓨터에 대한 1회의 투자로 엔클로져들이 많

은 기능을 지시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절차나 기능들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는 그들의 임무(예를 들어, 재고관리, 수리

및 보수, 범용 사무 컴퓨터)의 수행에 필요한 엔클로져의 기능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엔클로져를 제작한다.

코어 유닛의 최소한 일부라도 그 내부에 삽입될 수 있는 각각의 엔클로져는 그들만의 주변 외부 접속 포트들을 갖는다. 예

를 들어, 만일 사무실에 위치한 컴퓨터 또는 다른 엔클로져로부터 코어 유닛을 이동한다면, 시큐리티, 브레이크, 모터, 전

동장치, 전화, 지리정보시스템 등 차(car)의 기능이 오동작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외부로 접속된 포트를 갖는 차의 콘솔

(console)에 삽입될 수 있다. 차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코어 유닛을 차의 콘솔로부터 제거하여 수리기술자에게 주면, 수

리기술자는 적절하게 짝이 되는 커넥터를 갖는 진단장비에 코어 유닛을 삽입시켜 차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코어 유닛은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차에 사용되며 또한 완전한 사무환경을 차내에 구현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코

어 유닛은 예를 들어 전등의 점등 및 소등, 가정의 공기 또는 열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가정 전기 제어 엔클로져(home

electrical control enclosure)에 삽입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이러한 엔클로져들은 코어 유닛의 커넥터와 짝이 되는 커넥

터로 코어 유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특별히 특이하게 구성된 커넥터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특별한

커넥터 코어 유닛은 사무용 컴퓨터, 보안에 관한 기억, 정보의 판독, 시트의 온도 등을 조절하는 차량용 컴퓨터를 지원하거

나 대체할 수 있는 단일의 휴대용 유닛(single portable unit)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코어 유닛은 전등, 열, 공기, TV 등

을 제어하는 관리기 및 어떠한 모빌 또는 고정 컴퓨터에 삽입되는 종합 코어 컴퓨터로서 사용될 수 있다. 특별히 디자인된

본 발명의 코어 컴퓨터 유닛은 하나의 엔클로져로부터 다른 엔클로져로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

작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사용자가 처한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개인용 범용 컴퓨터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엔클로져는 그것만의 디스플레이 또는 모

니터 및 전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차 엔클로져는 계기판 상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 있고, "모빌 어시스턴트"와 같은

모빌 착용 컴퓨터는 머리 또는 팔목에 장착되거나 어깨 또는 안경에 장착되는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 있으며, 가정 감시 시

스템(home monitoring system)은 TV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고 적절한 경우라면, 명백히엔클로

져는 디스플레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코어 유닛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터리 또는 전기 시스템과 같은

차, 가정 또는 모빌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전원이 사용된다. 코어 유닛은 컴퓨터로써 기능하기 위하여 먼저 짝이 되는 엔

클로져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수용"이라는 용어는 본원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를 통하여 코어 유닛이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엔클로져에 포함되거나,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엔클로져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통상의 코어 유닛의 구성요소는 본원의 명세서에서 참조된 미국 특허 제5,305,244호에 개시된 것과 유사할 수

있다. CPU는, 예를 들어 미국 인텔(Intel)사의 80286, 80386SX, 80486, 또는 펜티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될 수 있

다. 엔클로져들은 카드버스(Cardbus), 다른 통신장치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주변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

른 인터페이스 및 콘트롤러를 포함한다. 도버 일렉트로닉 메뉴팩처링(Dover Electronics Manufacturing, Long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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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USA) 및 암프로 컴퓨터(Ampro Computers, Sunnyvale, CA, USA)가 생산하는 회로카드(circuit card)는 코어 유닛

에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코어 유닛이 음성으로 활성화된다면, 사운드 카드(sound card)에 접속되어 사용되는 드래곤 시스

템즈(Dragon Systems, Newton, Mass., USA)가 생산하는 음성 인식 엔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코어 유닛에 사용

된 다른 구성요소들은 미국 특허 제5,305,244호 및 미국 특허 출원 SN08/538,194호 및 1997년 5월 22일에 출원된 그 일

부계속출원에 개시된 구성요소들과 같은 것으로, 현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성요소들이다. 코어 유닛은 독특한 커넥터

수단으로 코어 유닛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엔클로져에 삽입되어야만 컴퓨터로서 동작하며, 따라서 매우 보안성 높은 시스

템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본 발명의 교환 가능하고 착탈 가능한 표준화된 코어 컴퓨터 유닛은 독립적인 범용 컴퓨터의 표준화된 특징으로 구성된 단

일의 하우징을 포함한다. 엔클로져 유닛은 버스 접속 및 엔클로져 외부에 존재하는 전원에 접속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전기적 커넥터 수단을 갖는다. 이것은 엔클로져에 의하거나 엔클로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원을 제거할 것이며, 만일 직접

적으로 전원에 접속된다면 독립형 유닛(stand-alone unit)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엔클로져는 상기 코어 유닛이 그 안에 위

치될 때, 코어 컴퓨터 유닛과 상호 동작하기 위한 주변 커넥터 포트 또는 장치를 포함하며, 코어 컴퓨터 유닛은 원래 위치

또는 다른 엔클로져로부터 교환된 위치에서 엔클로져로 삽입될 때, 다수의 다른 엔클로져와 상호 동작하기 위한 수단을 갖

는다. 코어 컴퓨터 유닛은 바람직한 활성화 수단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활성화 협동 수단(activation cooperation mean)을

갖는다. 이러한 활성화 수단은 음성 활성화 수단, 펜 활성화 수단, 브레인 활성화 수단, 아이-트래킹 활성화 수단, 마우스

활성화 수단, 키보드 활성화 수단, 통신 활성화 수단 및 그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코어 유닛은 제

거 가능한 구성요소들이 없으며, 엔클로져 없이는 컴퓨터로서 기능할 수 없다.

본 발명의 코어 컴퓨터 유닛은 랩탑 엔클로져로부터 제거되어 이동체 착용 엔클로져(a mobile body worn enclosure)에

삽입되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이동체 착용 컴퓨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형태는 본 발명의 코어 유닛이 짝이되는

커넥터를 무한히 많이 가지는 엔클로져에 합치하도록 호환성 있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동차 계기판 또는

팔걸이 내 콘솔 등의 차내의 엔클로져, 차량용 엔클로져, 경보, 열 시스템, 전기 시스템 등 가정용 시스템 또는 가정용 설비

내의 엔클로져, 테스트 장비, 텔레비전 등 내부의 엔클로져 등은 그 기능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

다. 각 엔클로져는 본 발명의 특정의 구조체로 이루어진 코어 유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등하게 특정 구조체로 되어 있

다. 따라서 희망한다면 동일한 코어 유닛은 동일한 날짜 또는 기간에 여러 개 짝이 되는 엔클로져에 사용될 수 있다. 코어

컴퓨터의 메모리 및 기억수단은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무실로부터 가정으로 그 작업을 옮길

수 있으며, 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어 유닛은 적절하게 짝이 되는 엔클로져 내에서만 동작하고, 하나의 또는 한

유형의 코어 유닛과 상호 동작할 수 있는 특정의 엔클로져를 제한하는 수단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보안성이

제공된다. 코어 유닛은 거기에 더하여 더 한층의 보안 수단을 가질 수 있다. 위의 코어 유닛은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집으

로 가는 도중 자동차 내에서, 집에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엔클로져는 헤드셋(head set) 또는 디스플

레이 수단 등에 접속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위한 포트를 갖는다. 코어 유닛은 CPU, 메모리 수단, 내부 비휘발성 기

억 수단, 활성화 수단, 입/출력 인터페이스 및 지원 회로소자를 포함한다. 코어 유닛은 특별히 설계된 짝이 되는 엔클로져

와 전기적으로 접촉하거나, 엔클로져 내부 또는 표면에 있지 않으면 컴퓨터로서 동작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엔클로져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고, 코어 유닛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터로의 접속과 같은, 주변 외부

장치 접속용 포트를 제공한다. 엔클로져 및 코어 유닛은 독특하게 구성된 짝이 되는 접속수단을 가지고, 전원 및 코어와 엔

클로져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엔클로져가 범용 컴퓨터로서 기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코어에 의존하여야 한다. 엔

클로져는 여기에서 기술된 시스템에 전원수단과, 디스플레이, 감지기, 그 리고 제어장치 등과 같은 주변장치로의 접속을

제공한다. 엔클로져들은 코어 유닛이 그 내부에 삽입되기 전까지는 범용 컴퓨터 장치로는 동작하지 않으나, 종래의 도킹

시스템과는 달리, 코어 유닛은 엔클로져와 분리되어 동작하지 못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코어 유닛은 디스플레이를 제

외한 통상 컴퓨터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지며, 전원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커넥터 및 통신 버스를 갖는다. 코

어 유닛은 엔클로져에 대한 독특한 접속에 의하여만 활성화된다. 이것은 본 발명에 중요한 것이다. "종래의 컴퓨터"란

CPU, 메모리 수단, 내부 비휘발성 기억 수단, 활성화 수단, 입/출력 인터페이스 및 지원 회로소자, 그리고 이 경우 엔클로

져 전원에 접속하는 특이하게 디자인된 커넥터를 포함하는 단일의 완전히 폐쇄된 하우징을 의미한다. 엔클로져는 항상 컴

퓨터, 전화 또는 로컬 네트웍 시스템, 차, 테스트 장비의 일부, 빌딩 전기 시스템의 일부 등과 같은 다른 구조체의 일부이며

절대 독립적일 수 없다. 엔클로져는 도킹 스테이션이 궁극적으로 제2 구조(예를 들어 차)에 접속되지 않는 한 종래의 도킹

시스템처럼 독립형 엔클로져일 수 없다. 엔클로져는 코어 유닛의 독특하게 디자인된 짝 커넥터에 적절하거나 그것과 짝이

되는 독특하게 디자인된 전기적 커넥터를 가지며, 그러한 결합에는 많은 디자인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어 유닛 및 엔클로져는 독특한 또는 특별하게 디자인된 커넥터를 기능 및 보안상의 이유로 반

드시 가져야 한다. 특별히 구성된 장부 커넥터(tongue and groove connector), 도브 테일 커넥터(dove tail connector),

바 커넥터(bar connector), 슬롯 프로젝션 커넥터(slot and projection connector) 등 사용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유로운

커넥터들이 많이 있다. 통신 또는 커넥터가 좀더 독특할수록 코어 유닛의 보안성은 향상된다. 명백히, 다른 보안 수단이 본

발명의 시스템 내에 구현되어 한층 시스템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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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에 있어서, 엔클로져(2)에 삽입되기 전의 코어 유닛(1)이 도시되어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코어 유닛(1)은 디

스플레이를 제외한 종래의 컴퓨터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코어 유닛(1)은 엔클로져(2)에 삽입되기 전에

는 컴퓨터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코어 유닛(1)은 자체로는 전적으로 구동하지 않으며, 적합한 커넥터 수단으로 엔클로져와

매칭되지 않는 한 코어 유닛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 코어 유닛(1)의 커넥터 수단(3)은 금속바로

서 엔클로져(2)의 커넥터 수단(4)에 적합하면 어떠한 디자인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보안을 이유로, 짝이 되는 커넥터 수단

(3) 및 (4)는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코어 유닛(1)의 내용물에 대한 보안의 정도는 더욱 높게 된다. 도 1의 커넥터 수단은 오

직 그들이 서로 어떻게 짝이 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도시를 목적으로, 구조에 있어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하였다. 예를 들

어 시큐리티 코드를 갖는 구조체로 만들어진 커넥터는 최적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코어 유닛(1)은 그 자체 로 디스플레이

를 갖지 않으며,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엔클로져(2)에 의존하여야 한다. 이것은 엔클로져(2)의 임의의

면에 있는 주변 포트(5)에 의하여 달성된다. 이러한 포트는 디스플레이 수단 또는 어떤 다른 확장된 접속이 요구되는 수단

과 접속한다. 이러한 포트에 대한 코어 유닛(1)의 접속은 도면의 단순화를 위하여 도시하지 않았다. 임의의 공지된 종래의

회로소자 또는 전기적 접속이 사용될 수 있다. 엔클로져(2)는 차의 콘솔, 테스트 장비, 가정전기시스템, 다른 컴퓨터 등과

같은 구조체(6)에 항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속된다. 코어 유닛(1)이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되면, 전기적 커넥터

수단(3) 및 (4)은 서로 맞물려, 코어 유닛(1)은 활성화되며, 엔클로져(2)와 함께 컴퓨터 유닛으로서 기능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코어 유닛(1)의 내부 컴퓨터 구성요소들과 통신은 오직 커넥터 수단(3)에 의한다. PCMCIA 또는 다른 포트는

코어 유닛(1)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본 발명에 중요하다.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는 케이블(7)에 의하여 접속되며, 엔

클로져(2) 내의 다른 포트 또는 인터커넥터(5)는 다른 주변 기능으로의 접속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코어

유닛(1)은 분실되거나 그릇된 위치에 놓이게 되어도 짝이 되는 엔클로져(2)의 소유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다. 주문 생산형 커넥터 수단을 가지는 코어(1) 및 엔클로져(2)에 있어서 제3자는 유사한 짝이 되는 엔클로져를 소유하지

않는 한 코어 유닛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없다. 보안성은 프로그램의 제어 하에서 또는 배포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하

여 더 향상될 수 있다. 엔클로져(2)가 그 자체로는 구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어 유닛(1)은 그 자체로는 구동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코어 유닛(1)은 다른 사용자의 코어 유닛(1)과 상호 교환할 수 없다. 각각은 개별화된 디자인되기 때문이

다.

도 3 내지 6에는 각각 다르게 구성된 커넥터 수단들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예시를 위한 것뿐이고 개념을 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각 엔클로져(2)와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전원 코드 또는 다른 수단(33)이 도시되어 있다. 도 3에

코어 유닛(1)에 부착되는 도브-테일 커넥터(8)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엔클로져(2)에 코어

유닛(1)이 삽입될 때 엔클로져(2)의 도브-테일 요부(9)에 들어맞는다. 포트(5)는 엔클로져(2)의 임의의 면에 위치될 수 있

으며, 예를 들어, 도 3에서 포트(5)는 엔클로져(2)의 배면에 위치하고, 반면에 도 4에서 포트(5)는 엔클로져(2)의 정면에

위치한다. 도 4에서 코어 유닛(1)의 삼각 커넥터(10)는 엔클로져(2)의 삼각 슬롯 또는 요부(11)에 들어맞는다. 도 1 내지 6

에 도시된 모든 전기적 커넥터는 코어 유닛(1)의 컴퓨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전성 커넥터이다. 유닛(1)

은 모출원인 미국출원 SN08/705,247호에 기재된 능동적 활성화 수단들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의 개시는 본 출원에서 참

조된다. 일단 활성화되면, 코어 유닛으로부터 데이터나 정보의 판독(출력)은 모니터, 프린터 또는 다른 희망하는 구조체에

접속될 수 있는 케이블 커넥터(7)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도 3 내지 6의 각각의 커넥터는 단순화를 위하여 도 3 내지 6

에 도시되지 않은 코어 유닛(1)에 부착된다. 이러한 커넥터는 도 1의 커넥터(3)와 유사하게 유닛(1)의 측면으로부터 연장

된다. 도 5에는 코어 유닛의 사각형 커넥터(12)가 도시되어 있고, 이것은 엔클로져(2)의 내부 면에 있는 사각형 슬롯(13)에

들어맞는다. 모든 슬롯 또는 요부는 도전성 라이닝을 가지고, 각 코어 유닛 커넥터가 삽입될 때에 전기적 통신이 가능하다.

도 6에는 짝이 되는 독특한 커넥터의 다른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고, 코어 유닛(1)에 부착될 페그형(peg-like) 금속 또는 다

른 도전성 커넥터(14)가 엔클로져(2) 내에 위치한 짝이 되는 도전성 장치(15)에 삽입되기 전이 도시되어 있다. 코어 유닛

(1)의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는 독특하게 구성된 커넥터가 선호되지만, 종래의 커넥터도 여러 유형의 커넥터 중 하나

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보안을 완화하여 호환 가능한 종래의 커넥터가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된 엔클로져(2)는 비행기, 가정, 차, 사무 장비, 의료 또는 다른 시험 장비 및 개인

데이터 통신이 요구되는 다른 구조체와 같이 꽤 큰 구조체(6)의 일부분이다.

오직 하나의 주된 모듈 기능만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호환 가능한 모듈로서 알려진 종래 기술의 시스템과 달리, 본 발명

의 코어 유닛(1)은 디스플레이와 전원 공급을 가지지 않으며 엔클로져(2)에 결합되어야만 완전히 모든 기능을 행하는 컴

퓨터이다. 각 코어 유닛의 용량과 속도는 엔끌로져에 사용된 최신의 컴퓨터 과학과 호환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본 발명

은 종래의 컴퓨터가 도킹 스테이션에서 분리되거나 결합된 상태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종래의 컴퓨터 도킹 스테이션 기술

에 비해 진일보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컴퓨터 코어 유닛(1)은 엔클로져(2)에 삽입하기 전에는 결코 기능하지 않는다. 임의

의 시스템 또는 계류 중인 미국출원O8/86l,598호의 활성화 수단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 08/861,598호의 개시는 본

출원에서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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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의료, 분석, 기계, 전기 또는 어떤 다른 시험 장비(17)의 일부분이 도시된 바, 그것은 프린터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

(18), 멀티미터(multimeter) 판독기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19), 전원에 접속하기 위한 코드 구멍(20)을 갖는다. 짝이 되는

코어 유닛(1)이 엔클로져(2)에 삽입되기 전에 도시되어 있다. 코어 커넥터 수단(3)이 완전히 폐쇄된 코어 유닛 하우징의 정

면에 위치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엔클로져(2)에 삽입되면, 커넥터 수단(3)은 엔클로져 커넥터(4)와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여, 코어 유닛(1)의 컴퓨터의 동작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코어(1) 및 엔클로져(2)의 접속은 엔클로져(2)

내에 위치한 버스를 통하여 정보의 전달 또는 통신을 제공한다. 시험 장비(17)는 모니터(22) 및 제어반(21)을 갖는다. 위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험 장비(17)는 어느 형태라도 무방하다. 사용자는 커넥터(3)과 (4)를 주문 생산하여 그들을 독특하

게 구성함으로써 시험결과 (예를 들어 의료시험)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도 8에서 모빌 어시스턴트와 같은 착용 가능한 컴퓨터(23)는 그것과 일체의 엔클로져(2)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23)는

그 자체로는 코어 유닛(1)이 엔클로져(2)에 삽입되어 전기적인 접촉 하에 있지 않으면 컴퓨터로써 기능하지 않는다. 전원

포트(25)는 배터리와 접속하기 위하여 컴퓨터(23)내에 위치한다. 독특하게 구성된 코어 유닛 커넥터(3)는 코어 유닛(1)의

세로 면에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커넥터(3) 및 (4)는 코어 하우징 및 엔클로져(2)의 임의의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모빌 컴

퓨터(23)는 모니터 또는 디스플레이에 접속하기 위하여 포트(24)를 갖는다.

도 9에 내장 엔클로져(2)를 임의의 편리한 부분에 갖는 데스크(16)가 도시되어 있다. 모니터(26)를 갖춘 데스크(16)는 코

어 유닛 및 엔클로져 시스템의 활성화에 따라 기능한다. 작업자는 코어 유닛(1)을 데스크(16)로부터 랩탑 또는 도 8의 모

빌 컴퓨터에 옮길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작업자는 코어 유닛(1)을 데스크 엔 클로져(2)에서 모빌 컴퓨터 엔클로져(2)로 이

동하여 동일한 코어 유닛(1)을 사용함으로써 차(car) 또는 모빌 컴퓨터(23)에서 코어 유닛(1)에 담겨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는 데스크 엔클로져(2)로부터 제거된 코어 유닛(1)은 차 또는 모빌 컴퓨터(23)에서 사용될 때 완전히 새롭고 다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구조체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통신 수단(3)을 갖는 완전히 폐쇄된 유닛 하우징(27)이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앞에 언

급된 바와 같이, 커넥터 수단(3)은 유닛(1)의 유닛 하우징(27)의 외부의 일부분 위에 있을 수 있다. 커넥터(3)는 엔클로져

(2)의 커넥터(4)에 접속되어 두 구성요소(1)과 (2)사이의 버스 및 전원접속을 한다. 어떠한 컴퓨터 구성요소도 유닛(1)으

로부터 제거될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

도 11에 차 또는 수송수단의 팔걸이, 콘솔, 계기판 또는 어떤 다른 부분(28)에 위치한 엔클로져(2)에 코어 유닛(1)이 삽입

되기 전의 코어 유닛(1)이 도시되어 있다. 커넥터(3)는 완전히 폐쇄된 코어 유닛 하우징(27)의 하부에 위치한다. 팔걸이

(28)(또는 차의 다른 부분)는 차의 센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디스플 레이 및 셀룰러 폰과 같은 차량 통신 시스템

에 접속하기 위하여 포트(29), (30), (31), (32)를 갖는다. 코어 유닛(1)은 차의 임의의 또는 모든 기능을 감시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에서 이탈되어 완전히 다른 환경인 데스크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에 내재한 원리를 보이기 위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원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원 발명

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일탈하지않고 많은 변형 및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다수의 표준 엔클로져 내에 일반적 용도를 갖는 표준화된 결점이 없는 코어 컴퓨터 유닛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특이하게 디자인되어 제1의 엔클로져로부터 제거되어 제2 엔클로져에 삽입되는 경우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거나 또는 제2 엔클로져 환경 하에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동작하는 독립적인 코어 유닛을 제공할 수 있다. 더하여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교환 가능한 코어유닛에 의하여 각종 레벨의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2개의 분리되는 호환성 있는 제1 및 제2 구조체를 포함하고,

적어도 상기 제1 구조체는, 하우징, 상기 제1 구조체의 하우징을 완전히 밀봉하기 위한 밀봉 수단, 및 상기 제2 구조체에

연결되어 유일하게 데이터 통신을 행하고 상기 제1 구조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연결 수단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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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상기 제2 구조체는 상기 연결 수단을 통해 상기 제1 구조체에 연결되는 전원을 포함하고,

상기 연결 수단에 의해 연결되지 않고는 상기 제1 구조체 및 상기 제2 구조 체는 모두 컴퓨터로서 동작하지 못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체는 프로세서, 메모리, 활성화 제어수단, 전원 커넥터 및 이들 구성요소의 지원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체는 활성화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활성화 제어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구조체는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체는 모빌 사용자 지원 컴퓨터와의 연결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적어도 2개의 분리되는 호환성 있는 제1 및 제2 구조체와 커넥터를 포함하 고,

적어도 상기 제1 구조체는, 하우징, 상기 커넥터에 연결되고 상기 제2 구조 체로부터 분리된 때에도 저장된 정보를 유지하

는 내부 비휘발성 저장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구성요소, 및 상기 제1 구조체의 하우징을 완전하게 밀봉하는 수단을 포함

하며,

적어도 상기 제2 구조체는, 상기 커넥터에 연결된 주변장치 연결포트 및 회로, 및 상기 주변장치 연결포트 및 회로와 상기

커넥터에 연결된 전원을 포함하고,

상기 커넥터는, 상기 제1 구조체와 상기 제2 구조체를 결합시키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제1 구조체와 상기 제2 구조체 간에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기 제2 구조체의 전원으

로부터 전력이 상기 제1 구조체로 제공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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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커넥터에 의해 연결되지 않고는 상기 제1 구조체 및 상기 제2 구조체는모두 컴퓨터로서 동작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체는, 프로세서, 메모리, 활성화 제어수단, 전원 커넥터, 및 이들 구성요소의 지원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체는 활성화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활성화 제어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구조체는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조체는 모빌 사용자 지원 컴퓨터와의 연결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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