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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제)

양호한 안테나 특성을 유지한 채로,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주머니에 넣어도 사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목으로부터 늘어뜨릴 경우에 균형이 잡히게 잘 늘어뜨릴 수 있다.

(해결 수단)

힌지부(104)를 통해서 상측 프레임(102)과 하측 프레임(103)이 접힐 수 있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측 프레임(

102)과 하측 프레임(103) 중 적어도 한쪽의 적어도 일부는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된다. 프레임 도체

부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무선통신 회로(110)에 접속되어, 무선통신 회로(110)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

한다. 프레임 도체부는, 상측 프레임(102)과 하측 프레임(103) 중 적어도 한쪽의 유전체 프레임 위에 도체층을 형성

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상측 프레임(102) 또는 하측 프레임(103)에 대하여 2곳으로 연결된 붐부(910)을 구비하고, 

상측 프레임(102) 또는 하측 프레임(103)과 붐부(910)와의 사이에 1개의 관통 구멍(910h)을 구비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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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휴대 무선통신, 프레임, 안테나, 도체부, 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의 평면도이며, 도 1(b)는 도 1(a

)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며, 도 1(c)는 도 1(a) 및 도 1(b)에서 이용하는 안테나 소자(112)의 평면도이다.

도 2는 도 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의 안테나 소자(102A 및 901)와, 이들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회로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의 제1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이용하는 절연 링(201)의 

평면도이며, 도 3(b)은 도 3(a)의 절연 링(201)을 구비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는 도 3(a) 및 도 3(b)의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안테나 장치에 대한 등가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의 제2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5(b)는 도 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의 제3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6(b)는 도 6(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7(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7(b)는 도 

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8(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8

(b)는 도 8(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9(a)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9(b)은 도 

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10(a)는 도 9(a) 및 도 9(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이용하는 힌지부(503)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10(b)는 

도 10(a)의 힌지부(503)에 접속되는 끼움 원통부재(505) 및 여기에 접속되는 안테나 소자(504)를 나타내는 사시도이

다.

도 11(a)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1(b)는 

도 1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12(a)는 도 11(a) 및 도 11(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이용하는 한 쌍의 힌지부(603, 604)를 나타내는 사시도

이며, 도 12(b)는 도 12(a)의 힌지부 603에 접속되는 끼움 원통부재(606) 및 여기에 접속되는 안테나 소자(605)와, 

도 12(a)의 힌지부 604에 접속되는 끼움 원통부재(606) 및 여기에 접속되는 안테나 소자(605) 를 나타내는 사시도이

다.

도 13은 도 11(a) 및 도 11(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힌지부(608)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구성을 나타

내는 회로도이다.

도 14(a)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4(b)는 도 14(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15(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5(b)는 

도 1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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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도 15(a) 및 도 15(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프레임(702)을 반시계 방향으로 약 45도만큼 회전시켰을

때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17(a)는 도 15(a) 및 도 15(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7(b)는 도 17(a)의 휴대 

무선 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18은 도 1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의 안테나 소자(702A 및 901)와, 이들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9(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9(b)는

도 1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 측면도이다.

도 20은 도 19(b)의 평판 절연체(922) 부근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21은 도 1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다른 변형례를 나타내는 안테나 소자(921) 부근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22(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1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2(b)는 도 22(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2(c)

는 도 22(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3(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2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3(b)은 도 23(a)의 상측 제1 프레임부(102a)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3(c)는 

도 23(a)의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4(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3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4(b)는 도 24(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4(c)

는 도 24(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5(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4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5(b)는 도 25(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5(c)

는 도 25(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6(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5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6(b)는 도 26(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6(c)

는 도 26(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7(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6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7(b)은 도 27(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7(c)

는 도 27(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8(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7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8(b)는 도 28(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8(c)

는 도 28(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9(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8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9(b)는 도 29(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9(c)

는 도 29(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30(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9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30(b)는 도 30(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30(c)

는 도 30(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31(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10 실시예이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프레임(702)을 떼어 

냈을 때의 평면도이며, 도 31(b)는 도 3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32(a)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2(b)는 

도 32(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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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a)는 도 32(a) 및 도 32(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3(b)는 도 33(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34는 도 32(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목으로부터 늘어뜨려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35(a)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5(b)는 도 3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36(a)는 본 발명의 제7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6(b)는 

도 36(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37(a)는 본 발명의 제8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7(b)는 

도 3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38(a)는 본 발명의 제8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8(b)는 도 38(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39(a)는 본 발명의 제9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9(b)는 

도 3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0(a)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40(b)는 

도 40(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1(a)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41(b)는 도 4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2(a)는 본 발명의 제11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의 평면도이며, 도 42(b)는 도

42(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붐부(91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는 종단면

도이다.

도 44(a)는 본 발명의 제12 실시 형태에 따른 슬라이드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며, 도 44(b)는 도 44(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5(a)는 본 발명의 제12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슬라이드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며, 도 45(b)는 도 

4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6(a)는 본 발명의 제13 실시 형태에 따른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며, 도 46(b)는 도 46(a)

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배면도이고, 도 46(c)는 도 46(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7(a)는 본 발명의 제13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며, 도 47(b)는 

도 4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배면도이고, 도 47(c)는 도 4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상측 프레임 102A : 안테나 소자

102a : 상측 제1 프레임부

102a-1 : 상측 제1 프레임부의 제1 부분

102a-2 : 상측 제1 프레임부의 제2 부분

102ap : 수지 프레임부 102am : 도체층

102b : 상측 제2 프레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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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b-1 : 상측 제2 프레임부의 제1 부분

102b-2 : 상측 제2 프레임부의 제2 부분

102bp : 수지 프레임부 102bm : 도체층

102bm1 : 제1 도체층 102bm2 : 제2 도체층

102c, 102d : 상측 프레임 103 : 하측 프레임

103c, 103d : 하측 프레임 103cc, 103dc : 도체층

103p : 좌상 가장자리 단부 103q : 우상 가장자리 단부

103r : 돌출 원통부 104 : 힌지부

105 : 액정 디스플레이 106 : 소리 구멍부

107 : 마이크로폰 108 : 충전지

109 : 프린트 배선기판 110 : 무선통신 회로

111, 902 : 접속부 112, 901 : 안테나 소자

112a, 112b : 도체 링 113, 114 : 나사

115 : 나사받이부 115h : 원형 구멍

116 : 키패드 150 : 제어기

151 : 서큐레이터 152 : 무선수신기

153 : 무선송신기 154 : 스피커

181 : 슬라이드용 홈 182 : 슬라이드용 돌기부

191, 192 : 내장 안테나 소자 201 : 절연 링

211 : 안테나 소자 212 : 접속점

301 : 절연 시트 503 : 힌지부

503a : 원통부 503b, 503c : 다리부

504 : 안테나 소자 505 : 끼움 원통부재

603, 604 : 힌지부 603a, 604a : 원통부

603b, 604b : 다리부 605, 607 : 안테나 소자

606, 608 : 끼움 원통부재 609 : 접속점

610, 611 : 리액턴스 소자 612 : 안테나 소자

702 : 상측 프레임 702a : 상측 제1 프레임부

702b : 상측 제2 프레임부 702A : 안테나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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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하측 프레임 704 : 2축 힌지부

704p : 수지층 704A : 수지 프레임부

704B : 도체층 705 : 키패드

706 : CCD 카메라 801, 803 : 접속부

802 : 안테나 소자 811 : 안테나 소자

812 : 접속점 910 : 붐부

910h : 관통 구멍 910s : 스트랩

911, 912 : 도체 안테나 소자층 913 : 접속부

921 : 평판 안테나 소자 922 : 평판 절연체

931, 933, 934, 935 : 슬롯 932 : 슬릿

951 : 헬리컬 안테나 952 : 내장 안테나 소자

961 : 접속점 962 : 안테나 소자

963 : 나사 964 : 나사받이부

SW1, SW2 : 스위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레임을 갖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 전화기와 같은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대해 소형화 및 박형화(薄 型化)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종래의 휴대 전화기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자 메일의 송수신이나 WWW(World Wide Web: 월

드 와이드 웹)에 의한 웹페이지의 열람 등을 실행하는 데이터 단말장치로 변모하고 있어서, 액정 디스플레이의 대형

화가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소형화에 적합하고, 또한 액정 디스플레이 화면의 대형

화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폴더형의 휴대전화 단말이 보급되고 있다(예를 들어, 일본특허 공개공보 2001-156898호,

2002-084355호, 2002-335180호, 2002-299931호 및 일본특허 공표공보 2002-516503호 참조)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외부 안테나가 상측 프레임으로부터 돌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꺼낼 때에 걸리거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의자에 앉았을 때에 외부 안테나가 강하게 누르는 경우가 생기는 등, 사용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

다. 또한, 주머니에 넣지 않고 목에 걸어서 늘어뜨릴 경우에는, 외부 안테나가 좌우 어느 한쪽 끝에 존재하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중앙에서 벗어나서, 균형감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호한 안테나 특성을 유지하면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주머니에 넣

어도 사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목에 걸어서 늘어뜨릴 경우에 

균형감이 좋게 늘어뜨릴 수 있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개특허 10-2004-0071655

- 7 -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프레임을 가지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의 적어도 일부는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무선통신 회로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하고,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상기 프레임에 대해 적어도 2곳에서 연결된 붐부를 가지며, 이로써 상기 프레임과 상기 

붐부와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관통 구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안테나는 불평형형(不平衡型) 안테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슬라이드 기구를 통해 상측 프레임과 하측 프레임이 슬라이딩할 수 있는 슬라이드

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이며,

상기 상측 프레임과 상기 하측 프레임 중 적어도 한쪽의 적어도 일부는,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대신에,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힌지부를 통해 상측 프레임과 하측 프레임이 접힐 수 있는 폴더형 휴대 무

선통신 장치이며,

상기 상측 프레임과 상기 하측 프레임 중 적어도 한쪽의 적어도 일부는,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상기 프레임의 적어도 일부인 유전체 프레임 위에 도체층을 형

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도체층은 상기 유전체 프레임 위에 도체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상기 

도체층은 상기 유전체 프레임의 양면 위에 각각 다른 도체 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안테나는 복수의 주파수대에서 동

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도체층은, 서로 다른 전기장을 가지는 복수의 도체부분을 구비하고, 상기 안테

나는 복수의 주파수대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도체층에 형성된 슬롯 또는 슬릿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상측 프레임은, 상측 제1 프레임부와 상측 제2 프레임부를 구비하고, 상기 상측 

제1 프레임부와 상기 상측 제2 프레임부 중 적어도 한쪽은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대신에, 상기 하측 프

레임은 하측 제1 프레임부와 하측 제2 프레임부를 구비하고, 상기 하측 제1 프레임부와 상기 하측 제2 프레임부 중 

적어도 한쪽은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안테나의 적

어도 일부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힌지부의 적어도 일부는 힌지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힌

지 도체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무선통신 회로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대신에, 상기 힌지부의 적어도 일부는 힌지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힌지 도체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안테나의 비여진(非勵振) 소자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

기서, 상기 힌지부는 적어도 2축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힌지부 위에 형성

된 절연층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리액턴스 값을 각각 가지는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와, 상기 복수의 리

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해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에 접속하는 스위치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대신에,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리액턴스 값을 각각 가지는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와,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해서 상기 힌지 도체부를 통해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에 접속하는 스위치 수

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스위치 수단은,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에 대응

하여,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

기 스위치 수단은,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복수의 동작 주파수대에 대응하여,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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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스위치 수단은,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송신과 수신에 대응하여,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유전체 재료 또는 자성체 재료로 이루어지고, 소정의 정전

용량을 가지는 절연체를 통해서 상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상기 절연체를 통해서 용량성

급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를 가지는 상측 프레임 위에 형성된, 유전체 재료 또는 자성체

재료로 이루어진 박막의 절연 시트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붐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폭방향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되도록 상기 프

레임에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붐부의 적어도 일부는 도체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붐부의 적어도 일부는 유연성의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붐부 내에 설치되고, 상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소자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소자와, 상기 프레임 도체

부를 포함하는 안테나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별개의 스위치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붐부 내에 설치되고, 상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어, 서로 다른 전기장을 

가지는 복수의 안테나 소자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프레임에 설치된 외부 안테나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

기 외부 안테나와, 상기 프레임 도체부를 포함하는 안테나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별개의 스위치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상기 프레임에 설치된 내장 안테나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

기 내장 안테나와, 상기 프레임 도체부를 포함하는 안테나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별개의 스위치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관한 실시 형태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또한,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

호를 첨부하고, 그 상세 설명은 생략한다.

(제1 실시 형태)

도 1(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 대한 평면도이며, 도 1(b)은 도 

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며, 도 1(c)은 도 1(a) 및 도 1(b)에서 이용하는 안테나 소자(112)의 평면도이

다.

도 1(a) 및 도 1(b)에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상측 프레임(102) 및 하측 프레임(103)을 구비하

고, 상측 프레임(102) 및 하측 프레임(103)은 원통 형상의 힌지(hinge)부(104)를 통해서 접을 수 있도록 접속되어 있

다. 상측 프레임(102)은 내측에 배치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와, 외측에 배치된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비

하고, 이들 2개의 프레임부(102a, 102b)는 서로 접합되어 합쳐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이하, 상측 제1 프레임부(

102a)의 장치내측에 대향하는 면을 '내측면'이라고 하고,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장치 외부에 대향하는 면을 '외

측면'이라고 한다. 또한, 힌지(hinge)부(104)는, 예를 들어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와 일체적으로 형성되어, 힌지부(

104)가 하측 프레임(103) 상단부의 중앙부(좌상 가장자리 단부(103p)와 우상 가장자리 단부(103q) 사이에 위치함)

에 끼워 맞춰지고, 힌지부(104)의 원통 중공(中空)을 관통하여, 하측 프레임(103)의 좌상 가장자리 단부(103p) 및 우

상 가장자리 단부(103q)의 양쪽 내부로 연장되는 원주축(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상측 프레임(102)과 하측 프레임(10

3)은 서로 힌지부(104)에서 회전 가능하도록 접혀질 수 있다. 또한, 2개의 프레임부(102a, 102b)는 그 하단부의 좌우

의 코너부에서 나사(113, 114)를 이용하여, 그 내측면에서 외측면을 향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를 관통해서 상

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나사받이부(115)에 대해 죄여져 있다.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는, 적어도 그 일부가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나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구성되는 한편,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는 예를 들면 수지 등의 전기절연 재료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는, 뒤에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전부가 도전성 재료로 구성되어도 좋고, 혹은 그 프레임부는 예를 들어 수지 재료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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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연 재료로 구성되어, 그 표면에 도전성 재료로 된 도체층을 형성해도 좋다.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에서의 도

전성 재료가 적어도 형성된 부분을 이하에서는 '도체부'라고 한다.

또한, 액정 디스플레이(105)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내측면의 거의 중 앙부에 배치되어, 이 액정 디스플레이(1

05)의 상부이며 내측면의 상단부에 소리 구멍부(音孔部)(106)가 배치된다. 여기서, 소리 구멍부(106)의 바로 아래에

는 통화할 때에 상대방의 음성을 발생시키는 도 2의 스피커(154)가 배치되어, 스피커(154)에 의해 발생된 음성이 소

리 구멍부(106)를 통해서 해당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사용자의 귀에 들리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마이크로폰(107)

이 하측 프레임(103)의 내측에 대향하는 면(이하, 내측면이라고 함) 위에서 힌지부(104)와 반대측이 되는 하단부 부

근에 배치되고, 충전지(充電池)(108)는 하측 프레임(103)의 마이크로폰(107)과는 반대측 면(이하, 외측면이라고 함)

에 배치된다. 프린트 배선기판(109)은 하측 프레임(103)의 내부이며 하측 프레임(103)의 두께 방향의 거의 중앙부에 

배치되어, 프린트 배선기판(109) 위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선수신기(152) 및 무선송신기(153)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회로(110)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무선통신 회로(110)의 급전점(給電点)인 접속점(111)은 안테나 소자(122)를 통해서 상측 프레임(102)의 나사(

113)에 접속되고, 이 나사(113)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안테나 

소자(122)는, 하측 프레임(103) 내의 무선통신 회로(110)로부터, 하측 프레임(103)의 우상단부의 내부, 힌지부(104)

의 내부 및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부를 통해서 나사(113)까지 연장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한, 안테나 소자(

122)는 도 1(c)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일단에, 원형 구멍(112h)을 갖는 도체 링(112a)을 가지며, 나사(113)는 원형 

구멍(112h)을 관통하고 도체 링(112a)과 접촉해서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111)

은 안테나 소자(112) 및 나사(113)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안테나 소

자(112) 및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체부는 해당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제1 안테나 소자(102A)(도 2)로서 동작

한다.

또한, 붐(boom)부(910)는 곡선 거의 원주 형상의 수지 재료(바람직하게는 가요성의 수지 재료)로 되고, 하측 프레임(

103)의 상단면의 좌우 양단부에 연결되도록 설치된다. 즉, 붐부(910)의 양단은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폭방향에 대하

여 거의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접속되고, 이 경우 붐부(910)와 하측 프레임(103)으로 둘러싸여지는 공간 내에는 관통 

구멍(또는 공극(空隙))(910h)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 붐부(910)의 내부에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제2 안테나 소

자로서 동작하는, 예를 들어 1/4 파장의 안테나 소자(901)가 내장되고, 안테나 소자(901)는 붐부(910)의 내부에서 하

측 프레임(103)의 내부를 통해서 무선통신 회로(110)의 급전점인 접속점(902)에 접속되어 있다.

도 2는 도 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의 안테나 소자(102A 및 901)와, 이것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회로도이다. 도 2에서, 안테나 소자(102A)은 접속점(111) 및 스위치(SW1)의 접점 a측을 통해서 서큐레이터(circulat

or)(151)의 제1 단자에 접속되고, 또한, 안테나 소자(901)는 접속점(902) 및 스위치(SW1)의 접점(b)측을 통해서 서

큐레이터(151)의 제1 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서큐레이터(151)의 제2 단자는 스피커(154)를 구비한 무선수신기(152)에 접속되고, 서큐레이터(151)의 제3 단자는 

마이크로폰(107)을 구비한 무선송신기(153)에 접속된다. 여기서, 무선수신기(152), 무선송신기(153) 및 스위치(SW1

)의 동작은 제어기(150)에 의해 제어된다.

안테나 소자(102A) 또는 안테나 소자(901)에 의해 수신된 무선신호는, 스위치(SW1) 및 서큐레이터(151)를 통해 무

선수신기(152)에 입력되고, 무선수신기(152)는 입력된 무선신호에 대하여 저잡음 증폭, 주파수 변환, 원상회복 처리 

등을 실행함으로써, 무선신호에 포함되는 음성, 문자 데이터나 화상 데이터를 무선신호로부터 꺼내서 스피커(154)에 

출력하는 동시에, 제어기(150)를 통해서 액정 디스플레이(105)에 출력해서 표시한다. 한편, 송신해야 할 음성, 문자 

데이터나 화상 데이터는 마이크로폰(107) 또는 제어기(150)로부터 무선송신기(153)에 입력되고, 무선송신기(153)는

입력된 음성, 문자 데이터나 화상 데이터에 따라 반송파 신호에 대해 변조, 주파수 변환, 전력 증폭 등을 함으로써 무

선신호를 발생한 후, 서큐레이터(151) 및 스위치(SW1)를 통해서 안테나 소자 102A 또는 안테나 소자 901에 출력해

서 방사(放射)한다.

여기에서, 제어기(150)는, 예를 들면, 안테나 소자 102A로 수신되는 무선신호와, 안테나 소자 901로 수신되는 무선

신호의 신호 레벨을 비교하고, 스위치(SW1)를 이용하여, 보다 큰 신호 레벨의 무선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소자로 선

택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신 다이버시티(diversity)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이 수신 다이버시티 처리의 결과에 기초

하여, 안테나 소자를 선택해서 무선신호를 송신한다. 2개의 안테나 소자(102A 및 901)를 이용해서 동시에 무선신호

를 송신하고, 이들 2개의 안테나 소자에 급전되는 무선신호의 진폭 및 위상을 제어함으로써, 송신 다이버시티 처리를 

실행해도 좋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상측 프레임(102)의 일부인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체부를 안

테나 소자(102A)의 일부로서 동작시킴으로써, 양호한 안테나 특성을 유지한 채로, 부품 개수의 감소를 실현할 수 있

기 때문에,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체부를, 마그네슘 등의 기계 강도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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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재료를 이용해서 형성함으로써, 낙하 등의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 장치로서

의 점유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에 비해 보다 박형화 되고 경량화 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헬리컬 안테나

와 같은 종래의 외부 안테나와 비교해서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전류 밀도의 최대값을 낮게 할 수 있고, SAR(Sp

ecific Absorption Rate: 비교 흡수율)을 낮게 억제할 수 있다.

여기서, SAR은 전자계 속에 인간 등의 생체를 놓았을 때에, 단위 질량의 생체 조직에 흡수되는 전력으로서, SAR에는

전신(全身)평균 SAR과 국소(局所) SAR이 있다. 전파 방호 지침의 일반 환경(일반인 대상)에서는 전신평균 SAR의 임

의의 6분간 평균값이 0.08W/kg 이하인 것과, 임의의 조직 10g 부근의 국소 SAR(6분간 평균값)이 2W/kg 이하(사지(

四肢)에서는 4W/kg)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체부와, 안테나 소자(112)를 나사(113)를 이용해서 전기적으

로 접속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나사(113)를 이용하지 않고, 땜납 접착, 압착 단자 또는 기계적인

강제 접촉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적으로 접속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체부와, 안테나 소자(112)를 이용해서 안테나 소자(102A)를 

구성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안테나 소자를 예를 들면 동축케이블의 급전 선로로서 구성하고, 무

선신호를 이 급전 선로를 통해서 안테나 소자(102A)에 급전하도록 구성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2개의 안테나 소자(102A 및 901)를 구비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붐부(

910)를 설치하지 않고, 안테나 소자(901)를 구비하지 않아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원통 형상의 힌지부(104)를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도 15(a)의 2

축 힌지부(704)를 이용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붐부(910)를 하측 프레임(103)에 연결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상측 프

레임(102)에 연결해도 좋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의 제1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이용하는 절연 링(201)의 

평면도이며, 도 3(b)는 도 3(a)의 절연 링(201)을 구비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또한, 도 4는 도 3(a) 및 

도 3(b)의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안테나 장치의 등가 회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a) 및 도 1(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는, 안테나 소자(112)를 나사(113)를 통해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에 

죄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도 3(a)에 나타낸 유전체 재료로 구성된, 원형 구멍(201h)을 

가지는 절연 링(201)을, 도 3(b)에 나타내는 것 같이,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와, 안테나 소자(112)의 도체 링(112b

)(도체 링 112a보다 큰 원형구멍을 가짐)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나사 조임의 효과에 더하여 용량성(容量性) 급전을 더 

실행할 수 있다. 여기서, 도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나사(113)와 안테나 소자(112)의 도체 링(112b)과는 기계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나사(113)와 안테나 소자(112) 사이에 절연 링(201)의 정전용량이 존재한다.

따라서, 도 4의 등가 회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 소자(102A)는 예를 들면 복수의 인덕턴스(L1, L2, ..., LN)가 

이들 일단의 접속점(102Ac)에서 접속되게 구성되고, 이 접속점(102Ac)은 나사(113)의 인덕턴스(LM)와, 절연 링(20

1)의 정전용량(C0)과, 안테나 소자(112)의 인덕턴스(L0)를 통해서 무선송신기(153)에 접속되게 된다. 여기서, 안테나

소자(102A)는 복수의 인덕턴스(L1, L2, ..., LN)가 그들 일단의 접속점(102Ac)에서 접속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넓은 대역 특성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절연 링(201)의 정전용량(C0)을 삽입했을 때의 제1 공진주파수와, 절연

링(201)의 정전용량(CO)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제1 공진주파수보다도 높은 제2 공진주파수의 2개의 공진주파수를

실현할 수 있고, 더욱 광대역으로 되고, 또한 2개의 대역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도 5(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의 제2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5(b)는 도 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도 5(a) 및 도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내측의 전면 또는 일부에, 아크릴 등과 같은 유전체 재료 또는 자성체 재료 등으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 0.2mm 내지 

0.3mm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박막의 절연 밀봉(301)을, 접착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해도 좋다. 이로써, 인체의 일

부가 직접 안테나 소자(102A)로서 동작하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내측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통

화할 때에 인체에 의한 안테나 이득의 저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안테나 소자(102A)와 인체와의 거리를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상기 SAR을 낮게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절연 밀봉(301) 대신에, 예를 들어 수지 재료로 된 투명 패널 또는 

피복재라도 좋다.

도 6(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의 제3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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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 6(b)은 도 6(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1 실시 형태의 제3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

는, 도 1(a) 및 도 1(b)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상측 제1 프레임부(102a)가 그 하단부 근

방에서의 나사(113)의 배치 위치에서 서로 반으로 나눈 두께를 가져서 서로 끼워 당기도록 되어 있는 제1 부분(102a

-1)과 제2 부분(102a-2)으로 분할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나사(113)는 상측 프레임(102)의 내측면으로부터,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제2 부분(102a-2), 그 제1 부분(102a-1) 및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통하여, 나사받

이부(115)에 죄여진다.

(제2 실시 형태)

도 7(a)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7(b)은 도 

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 다.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이하의 점이 다르다.

(a)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는 적어도 그 일부가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나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구성되는 반면,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는 예를 들면 수지 등의 전기절연 재료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는 전

부가 도전성 재료로 구성되어도 좋고, 혹은 그 프레임부는 예를 들면 수지 재료로 된 전기절연 재료로 구성되고, 그 표

면에 도전성 재료로 된 도체층을 형성해도 좋다.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에서의 도전성 재료가 적어도 형성된 부분

을 이하, '도체부'라고 한다.

(b) 무선통신 회로(110)의 급전점인 접속점(111)은 안테나 소자(122)를 통해서 상측 프레임(102)의 나사(113)에 접

속되고, 또한 이 나사(113)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무선통신 회

로(110)의 접속점(111)은 안테나 소자(112) 및 나사(113)를 통해서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도체부에 전기적으

로 접속되어, 안테나 소자(112) 및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도체부가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제1 안테나 소자(102

A)로서 동작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의하면,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통화할 때에 안테나 소자(102A)와 인체와의 거리를 보다 크게 할 수 있고, 인체의 전자기적(電磁氣的)

영향에 의한 안테나 이득의 열화(劣化)를 적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는 액정 디스플레

이(105)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에 대한 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는 이러한 필

요가 없어서, 설계의 자유도를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제2 실시 형태에서, 안테나 소자(112)와 상측 제2 프레임부(102b) 사이에 도 3의 절연 링(201)을 삽입함으로

써, 안테나 소자(102A)에 대하여 용량성 급전을 실행하도록 구성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도체부와 안테나 소자(112)를 나사(113)를 이용해서 전기적으

로 접속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나사(113)를 이용하지 않고, 땜납 접착, 압착 단자 또는 기계적인

강제 접촉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적으로 접속해도 좋다.

도 8(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8

(b)는 도 8(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2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도 7(a) 및

도 7(b)의 제2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상측 제2 프레임부(102b)가, 그 하단부 근방에서의 나사

(113)의 배치 위치에서 서로 반으로 나눈 두께를 가져서, 서로 끼워 당기도록 되어 있는 제1 부분(102b-1)과 제2 부

분(102b-2)으로 분할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나사(113)는 상측 프레임(102)의 내측면으로부터, 상측 제1 프

레임부(102a),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제1 부분(102b-1) 및 그 제2 부분(102b-2)을 통하여, 나사받이부(115)

에 죄여진다.

(제3 실시 형태)

도 9(a)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9(b)는 도 

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또한, 도 10(a)는 도 9(a) 및 도 9(b)의 휴대 무선 통신 장치에서 이용하는 

힌지부(503)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10(b)은 도 10(a)의 힌지부(503)에 접속되는 끼움 원통부재(505) 및 이에 접

속되는 안테나 소자(504)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도 1(a) 및 도 1(b)의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이하의 점이 다르다.

(a) 힌지부 104를 대신하여, 알루미늄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된 도 10(a)의 힌지부 503을 구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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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테나 소자 112를 대신하여, 도 9(a) 및 도 1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 소자 504 및, 알루미늄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된 힌지부(503)에 끼워 맞춰지는 끼움 원통부재(505)를 구비한 점.

도 10(a)에서, 힌지부(503)는 원통부(503a)와, 그 좌우 가장자리 단부로부터 각각 비스듬하게 상방으로 연장되는 2

개의 다리부(脚部)(503b, 503c)로 구성된다. 여기서, 각 다리부(503b, 503c)는 각각 그 단부 근방에서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는 원형 구멍(503bh, 503ch)을 가진다. 여기서, 각 다리부(503b, 503c)는 각각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부에 삽입되어 끼워 맞춰지고, 또한 나사(113,114)가 각각 원형 구멍(503bh, 503ch)에 삽입되어, 나사(113, 114)

에 의해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에 대하여 죄여진다. 도 10(b)에서, 안테나 소자(504)의 일단은 끼움 원통부재(505)

의 원통 단면의 일부에 연결되어 있다. 끼움 원통부재(505)는 그 외경이 힌지부(503)의 원통부(503a)의 내경에 실질

적으로 일치하도록 형성되고, 끼움 원통부재(505)는 상기 원통부(503a)의 원통 내부에 삽입되어서 끼워 맞춰진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급전점인 접속점(111)이 안테나 소자(504), 

끼움 원통부재(505) 및 힌지부(503)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안테나 소

자(504), 끼움 원통부재(505), 힌지부(503) 및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는 제1 안테나 소자(102A)로서 동작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힌지부(503)와 끼움 원통부재(505) 사이의 접속점, 혹은 접속점(111)에서의, 예를 들어 900MHz 등의

소정의 주파수대에서, 안테나에 대한 입력 임피던스가 예를 들면 50 Ω등과 같은 소정의 임피던스로 되도록 충분히 

낮아지면 좋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안테나 소자(504), 힌지부(503) 및 상측 제1 프레임부(102a)가 제1 안

테나 소자(102A)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만이 안테나 소자로서 동작하고 있을 경우에 비해, 

안테나 장치의 치수를 크게 할 수 있고, 안테나 이득을 대폭 증대할 수 있다. 또한, 도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

나 소자(112)를 힌지부(104)의 내부를 통해서 상측 프레임(102)까지 연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힌지부(104)의 

경로를 세밀할 수 있고,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박형화 할 수 있다. 또한,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개폐할 때에 안테나 소

자(112)에 관한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내구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힌지부(503)와 끼움 원통부재(505) 사이에, 예를 들면 도 3(a)의 절연 링(201)을 삽입하고, 무선신호를 제1 안

테나 소자(102A)에 대하여 용량성 급전을 하도록 구성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끼움 원통부재(503)를 힌지부(503)의 원통 내부에 배치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

지 않고, 예를 들면 도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 소자(504)가 상측 프레임(102)까지 연장되도록 배선해도 좋

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를 안테나 소자(102A)의 일부로서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

에 한정되지 않고, 도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힌지부(503)를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

측 제2 프레임부(102b)를 안테나 소자(102A)의 구성 요소로서 이용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인체와 안테나 소자(102

A)와의 거리를 보다 크게 할 수 있고, 인체의 전자기적 영향에 의한 통화할 때의 안테나 이득 저하를 적게 할 수 있다.

(제4 실시 형태)

도 11(a)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1(b)는 

도 1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또한, 도 12(a)는 도 11(a) 및 도 11(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이용

하는 한 쌍의 힌지부(603, 604)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12(b)은 도 12(a)의 힌지부 603에 접속되는 끼움 원통부

재(606) 및 이에 접속되는 안테나 소자(605)와, 도 12(a)의 힌지부 604에 접속되는 끼움 원통부재(606) 및 이에 접속

되는 안테나 소자(605)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또한, 도 13은 도 11(a) 및 도 11(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힌지부(

608)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 로도이다.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이하의 점이 다르다.

(a) 힌지부 104를 대신하여, 예를 들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된 힌지부 603, 604를 구비한 점.

(b) 힌지부(603)에, 안테나 소자(605)가 접속된 끼움 원통부재(606)가 끼워 맞춰지는 점.

(c) 힌지부(604)에, 안테나 소자(607)가 접속된 끼움 원통부재(608)가 끼워 맞춰지는 점.

(d) 안테나 소자(607)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609)을 통해 리액턴스 소자(610 또는 611)에 접속되는 점. 리

액턴스 소자(610, 611)는 예를 들면 배랙터 다이오드(varactor diode)와 같은 가변 리액턴스 소자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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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a)에서, 힌지부 603은 원통부 603a와, 그 원통의 외주면으로부터 연장되고 원형 구멍 603h를 갖는 다리부 60

3b로 구성되고, 힌지부 604는 원통부 604a와, 그 원통의 외주면으로부터 연장되고 원형 구멍 604h를 갖는 다리부 6

04b로 구성된다. 도 12(b)에서, 안테나 소자 605가 접속된 끼움 원통부재 606은 힌지부 603의 원통부 603a의 원통 

내부에 삽입되어 끼워지고, 안테나 소자 607이 접속된 끼움 원통부재 608은 힌지부 604의 원통부 604a의 원통 내부

에 삽입되어 끼워진다.

도 11(a)에서, 힌지부 603의 원통부 603은 하측 프레임(103)의 좌상 가장자리 단부(103p)와 돌출 원통부(103r) 사

이에 삽입되어 끼워져서, 힌지부 603의 다리 부(603b)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부에 삽입되어 끼워지고, 나

사(113)가 원형 구멍(603h)에 삽입되어 나사(113)에 의해 죄여진다. 또한, 힌지부 604의 원통부 604a는 하측 프레임

(103)의 우상 가장자리 단부(103q)와 돌출 원통부(103r) 사이에 삽입되어 끼워져서, 힌지부 604의 다리부(604b)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부에 삽입되어 끼워지고, 나사(114)가 원형 구멍(604h)에 삽입되어 나사(114)에 의해 

죄여진다.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 111은 하측 프레임(103)의 내부로 연장되어 설치되는 안테나 소자 605를 

통해 끼움 원통부재 606에 접속되고,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 609는 하측 프레임(103)의 내부로 연장되어 설

치되는 안테나 소자 607을 통해 끼움 원통부재 608에 접속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 점 111은 안테나 소자(605), 끼움 원통부재

(606), 힌지부(603) 및 나사(113)를 통해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무선통신 회로(11

0)의 접속점 609는 안테나 소자(607), 끼움 원통부재(608), 힌지부(604) 및 나사(114)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

102a)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안테나 소자 605로부터 상측 제1 프레임부(102a)까지의 회로와, 안테나

소자 607로부터 상측 제1 프레임부(120a)까지의 회로는 제1 안테나 소자(102A)를 구성하고 있다. 본 실시 형태에서

는,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테나 소자(102A)가 접속점(609)과, 제어기(150)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치(SW2)를 

통해서, 서로 다른 리액턴스 값(Xa, Xb)을 가지는 리액턴스 소자(610 또는 611)에 접속된다.

또한, 원통형의 급전부(606)는 안테나 소자(605)를 통해서 접속부(111)에 접 속되고, 원통형의 접속부(608)는 접속

선(607)을 통해서 무선통신 회로(110) 상에 배치된 스위치 회로(609)의 단자(609a)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스위치 

회로(609)의 단자 609b는 제1 부하 회로(610)에 접속되고, 단자 609c는 제2 부하 회로(611)에 접속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 1의 스위치(SW1)가 접점 a쪽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안테나 소자(102A)만이 안테나 장치로서 이용되

고 있을 때, 스위치(SW2)를 접점 a쪽 또는 접점 b쪽으로 전환할 때, 안테나 소자(102A)에 접속되는 리액턴스 값이 변

화되므로, 안테나 소자(120A)의 공진주파수가 변화된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송신과 수신으로 시분할되

어, 동작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다. 혹은, 예를 들면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에 따라서, 스위치(S

W2)를 접점 a쪽 또는 접점 b쪽으로 전환함으로써 리액턴스 소자(610, 611)를 선택적으로 전환해도 좋다. 이로써, 휴

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에 따라, 안테나 소자(102A)의 근방에 위치하는 물체의 상황이 변화되고, 

이들 상황에 따라서 리액턴스 소자(610, 611)를 선택적으로 전환해서 보다 높은 안테나 이득을 얻도록 설정할 수 있

다.

또한, 예를 들면 도 1의 스위치(SW1)가 접점 b쪽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안테나 소자(102A)만이 안테나 장치로서 이

용되고 있을 때, 안테나 장치(102A)는 비여진(非勵振) 소자로서 동작시킬 수 있고, 스위치(SW2)를 접점 a쪽 또는 접

점 b쪽으로 전환할 때, 안테나 소자(102A)에 접속되는 리액턴스 값이 변화된다. 즉, 동작시키는 안테나 장치(901)에 

대한 비여진 소자로서 동작하는 안테나 소자(102A)의 전 기장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안테나 장치 전체의 지향(指

向)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도 13의 실시 형태에서는, 2개의 리액턴스 소자(610, 611)를 선택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3개 이상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바꾸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제1 안테나 소자(102A)를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있지만, 본 발명

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이용해서 구성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도전성 재료로 된 힌지부(603, 604)를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예

를 들면 수지 재료로 된 힌지부(603, 604)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안테나 소자 605 및 607을 직접 상측 제1 프레임부(

102a)에 전기적으로 접속해도 좋다.

도 14(a)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4(b)는 도 14(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4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4 실

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안테나 소자(607) 및 끼움 원통부재(608)를 대신하여, 안테나 소자(612)

를 구비한 것이다. 도 14(a)에서, 안테나 소자(612)는 하측 프레임(103)의 내부, 힌지부(603)의 내부 및 상측 제2 프

레임부(102b)의 내부를 연장해서 나사(114)에 접속된다. 따라서,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609)은 안테나 소자(

612) 및 나사(114)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4 실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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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4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가진다.

(제5 실시 형태)

도 15(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 있어서의 평면도이며, 도 15(b

)는 도 1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또한, 도 16은 도 15(a) 및 도 15(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프레임(702)을 반시계 방향에 약 45도 만큼 회전했을 때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다. 또한, 도 17(a)는 도 1

5(a) 및 도 15(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7(b)은 도 1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다.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비교할 때 이하의 점이 다

르다.

(a) 1축의 힌지부(104)를 대신하여, 중앙부에 CCD 카메라(706)를 갖는 2축 힌지부(704)를 구비한 것. 2축 힌지부(7

04)는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재료로 되어 있고, 하측 프레임(703)의 상부 중앙부에 설치된다.

(b) 안테나 소자 112를 대신하여, 안테나 소자 802를 구비한 것.

(c) 상측 프레임 102를 대신하여, 상측 제1 프레임부(702a) 및 상측 제2 프레임부(702b)를 구비한 상측 프레임 702

를 구비한 것. 상측 프레임 702는 상측프레임 102와 같은 구성 요소를 구비한다. 또한, 상측 제1 프레임부 702a는 상

측 제1 프레임부 102a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재료로 되어 있고, 도체부를 가진다.

(d) 하측 프레임 103을 대신하여, 하측 프레임 703을 구비한 것. 하측 프레임 703은 하측 프레임 702와 같은 구성 요

소를 구비한다.

도 15(a), 도 15(b) 및 도 16에서, 상측 프레임(702)과 하측 프레임(703)은 2축 힌지부(704)를 통해서 접을 수 있거

나 상측 프레임(702)이 2축 힌지부(704)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도 16에서, 하측 프레임(

703)의 내측면의 거의 중앙부에, 키패드(keypad)(705)가 설치된다. 도 17(a) 및 도 17(b)에서, 안테나 소자(802)는 

하측 프레임(703)의 내부에서 2축 힌지부(704)의 내부를 통해 상측 프레임(702)으로 연장하여 설치된다. 여기서, 무

선통신 회로(110)의 급전점인 접속점(801)(도 1의 접속점(110)에 대응함)은, 안테나 소자(802)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 안테나 소자(802) 및 상측 제1 프레임부(702a)는, 제1 실

시 형태의 제1 안테나 소자 102A와 같이, 제1 안테나 소자 702A를 구성한다.

도 18은 도 1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의 안테나 소자(702A 및 901)와, 이에 접속되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8에서, 안테나 소자(702A)는 접속점(801)을 통해서 스위치(SW1)의 접점 a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다. 그 밖의 회로는 도 2와 같이 구성된다. 따라서, 제5 실시 형태에서도, 안테나 소자 702A와 안테나 

소자 901을 선택적으로 전환해서 이용할 수 있고,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같은 작용 효과를 가진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안테나 소자(802)가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의 도체 부에 접속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하지 않고, 상측 제2 프레임부(702b)의 적어도 일부를 도전성 재료로 구성하고, 안테나 소자(802)가 상측 제2 프레

임부(702b)의 도체부에 접속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인체와 안테나 소자(702A)와의 거리를 보다 크게 할 수 있고, 

인체의 전자기적 영향에 의한 통화시의 안테나 이득의 열화를 적게 할 수 있다.

도 19(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관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19(b)는

도 1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또한, 도 20은 도 19(b)의 평판 절연체(922)부근의 상세 구성을 나타

내는 종단면도이다. 제5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

와 비교하면, 안테나 소자(802)의 선단에, 평판 안테나 소자(921)를 접속하고, 평판 안테나 소자(921)로부터 평판 절

연체(922)를 통해서 2축 힌지부(704)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또한, 상기 2축 힌지부(704)로부터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에 접속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평판 절연체(922)는, 도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측 프

레임(703)의 내부이며, 평판 안테나 소자(921)와 2축 힌지부(704)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는, 도 3(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마찬가지로, 무선신호를 용량성 급전(容量性 給電) 할 수 있다.

도 21은 도 1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다른 변형례를 나타내는 안테나 소자(921) 부근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21에서는, 도 20의 평판 절연체(922)를 이용하지 않고, 2축 힌지부(704)를, 수지 프레임부(704A) 

위에 도체 층(704B)을 형성함으로써 구성한다. 또한, 도체층(704B)을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에 전기적으로 접속

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평판 안테나 소자(921)는 수지 프레임부(704A)를 통해서 도체층(704B)에 전기적

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도 20과 마찬가지로, 무선신호를 용량성 급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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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상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적용되는 여러 가지 실시예에 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도 22(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1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2(b)는 도 22(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2(c)

는 도 22(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2(a), 도 22(b) 및 도 22(c)에서, 수지 

프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 115를 포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된 도체층

(102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층(102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1 실시예에서는, 도체층(1O2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

02b)의 기계적 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상측 프레임(102)을 수지 재료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저비용화를 실

현할 수 있다. 또한, 도체층(102bm)의 패턴 형성이 용이하므로 안테나 설계의 자유도를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에 비해 조작자의 머리 부분의 반대측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체와

의 거리를 크게 할 수 있고, 통화시의 안테나 이득 및 SAR를 개선할 수 있다.

도 23(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2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3(b)는 도 23(a)의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3(c)

는 도 23(a)의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3(a), 도 23(b) 및 도 23(c)에서, 수지 

프레임부(103bp)의 내측면(액정 디스플레이(105)를 제외하고, 나사받이부(115) 위의 원형구멍(115h)의 내주면을 포

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된 도체층(103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1 프레임부(10

2a)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층(103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2 실

시예에서는, 도체층(103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기계적 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상

측 프레임(102)을 수지 재료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저비용화가 실현된다. 또한, 도체층(103bm)의 패턴 형성이 용이

하므로 안테나 설계의 자유도를 크게 할 수 있다.

도 24(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3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102b)의 내측면

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4(b)는 도 24(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4(c)는 

도 24(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4(a), 도 24(b) 및 도 24(c)에서, 수지 프

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115)의 근방의 하단부를 제외하나, 한쪽의 나사받이부(115)를 포함)에, 예를 들

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된 도체층(102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

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층(102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3 실시예에서는, 

상측 프레임(102)과 하측 프레임(103)을 전기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도 25(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4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5(b)는 도 25(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5(c)

는 도 25(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5(a), 도 25(b) 및 도 25(c)에서, 수지 

프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115)를 포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되고, 상

기 내측면의 예를 들어 좌측의 가장자리 단부를 따라 상하 방향에 대하여 평행인 구형(矩形)의 슬롯(slot)(931)을 포

함하는 도체층(102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

층(102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4 실시예에서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에, 슬

롯(931)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도체층(102bm)에서 복수의 전기장의 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복수의 공진주파수를 가

지고, 복수의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 소자(102A)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도 25(a) 및 도 25(b)에서, 슬롯

(931)에 대신하여, 선단이 개방된 슬릿(slit)을 형성해도 좋다.

도 26(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5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6(b)는 도 26(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6(c)

는 도 26(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6(a), 도 26(b) 및 도 26(c)에서, 수지 

프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115)를 포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되고, 상

기 내측면의, 예를 들어, 좌측 가장자리 단부를 따라 상하 방향에 대하여 평행하여 상단 가장자리 단부까지 연장되는 

구형 슬릿(932)을 포함하는 도체층(102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

나 소자(112)를 도체층(102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5 실시예에서는, 상측 제2 프레임부(

102b)의 내측면에, 슬릿(932)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도체층(102bm)에서 복수의 전기장의 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복

수의 공진주파수를 가지고, 복수의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 소자(102A)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슬릿(932

)은 1/4 파장의 길이 방향의 길이를 가지도록 형성되어, 1 /4 파장 공진 소자로서 동작하므로, 슬롯(931)의 반의 길이

로 실현될 수 있다.

도 27(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6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7(b)는 도 27(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7(c)

는 도 27(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7(a), 도 27(b) 및 도 27(c)에서, 수지 

프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115)를 포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되고, 상

기 내측면의, 예를 들어, 아래쪽의 선단부를 따라 좌우 방향(수평 방향)에 대하여 평행으로 연장되는 구형 슬롯(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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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도체층(102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층(102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제6 실시예에서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

측면에, 슬롯(933)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도체층(102bm)에서 복수의 전기장의 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복수의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복수의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 소자(102A)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수평 방향의 슬롯(9

33)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수평 편파(偏波)파의 전파를 안테나 소자(102A)로부터 방사(放射)할 수 있다. 한편, 안테나

소자(901)로부터 수직 편파의 전파를 방사하므로, 이들 2개의 안테나 소자를 이용해서 편파 다이버시티(diversity)를

구성할 수 있다.

도 28(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7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8(b)는 도 28(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8(c)

는 도 28(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8(a), 도 28(b) 및 도 28(c)에서, 수지 

프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115)를 포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되고, 상

기 내측면의, 예를 들어, 아래쪽의 가장자리 단부를 따라 좌우 방향(수평 방향)에 대하여 평행으로 연장되고 또한 그 

단부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연장되는 역 U자 형상의 구형 슬롯(934)을 포함하는 도체층(102bm)을 형성함으로써, 상

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층(102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7 실시예에서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에, 슬롯(934)을 형성 하고 있으므로, 도체층(102

bm)에서 복수의 전기장의 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복수의 공진주파수를 가지고, 복수의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 소자(102A)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도체층(102bm)의 형성 패턴을 변경함으로써, 슬롯(934)의 길이를 조정

할 수 있으므로, 상기 각 공진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다.

도 29(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8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29(b)는 도 29(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29(c)

는 도 29(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29(a), 도 29(b) 및 도 29(c)에서, 수지 

프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115)를 포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되고, 상

기 내측면의 예를 들어 좌측 가장자리 단부를 따라 상하 방향에 대하여 평행으로 연장되는 구형 슬롯(935)을 포함하

는 도체층(102bm)을 형성함으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층(10

2bm)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또한,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 위에, 상기 외측면의, 예를 들어, 좌측 가장자

리 단부를 따라 상하 방향에 대하여 평행으로 연장되는 도체층(102bma)을 형성함으로써, 비여진(非勵振) 소자를 형

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8 실시예에서는, 슬롯(935)을 통해서 전파를 방사할 수 있고, 비여진 소자인 도

체층(102bma)을 이용해서 상기 안테나 장치의 지향(指向)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조작자의 인체 

방향과는 역방향에 대하여 주빔(main beam)이 향하도록 전파를 방사할 수 있다. 또한,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에 슬롯(935)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도체층(102bm)에서 복수의 전기장의 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복수의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복수의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 소자(102A)를 실현할 수 있다.

도 30(a)는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9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

면에서 본 사시도이며, 도 30(b)은 도 30(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30(c)

은 도 30(a)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외측면을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30(a), 도 30(b) 및 도 30(c)에서, 수지 

프레임부(102bp)의 내측면(나사받이부(115)를 포함)에,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되고, 상

기 내측면의, 예를 들어, 좌측 가장자리 단부를 따라 상하 방향에 대하여 평행으로 연장되는 구형 도체층(102bm1)을 

형성하고, 예를 들어, 마그네슘 또는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되고, 상기 내측면의, 예를 들어 우측의 가장자리 단부

를 따라 상하 방향에 대하여 평행으로 연장되는 구형 도체층(102bm2)(구형도체층(102bm1)과는 다른 길이 방향의 

길이를 가짐)을 형성한다. 이로써,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를 도체층(102b

m1 및 102bm2)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9 실시예에서는,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측면

에, 2개의 도체층(102bm1 및 102bm2)을 형성해 안테나 소자(102A)의 일부로 하고 있으므로, 안테나 소자(102A)에

서 복수의 전기장의 도체를 형성할 수 있고, 복수의 공진주파수를 가지고, 복수의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 

소자(102A)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각 도체층(102bm1 및 102bm2)의 형성 패턴을 변경함으로써, 안테나 소자(102

A)의 전기장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각 공진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제9 실시예에서, 도체층 102bm1의 안테나 소자와 도체층 102bm2의 안테나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도록 구

성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통화할 때에 오른손에 보유하는가 왼손에 보유하는가에 따라서, 보

다 큰 안테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상기 2개의 안테나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도록 구성해도 좋다.

도 31(a)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적용되는 제10 실시예로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프레임(702)을 떼어냈

을 때의 평면도이며, 도 31(b)는 도 3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31(a) 및 도 31(b)에서, 도전성 재

료로 된 2축 힌지부(704)의 앞 표면 상에, 수지층(704p)을 형성한다. 즉, 조작자가 통화할 때에 그 머리 부분이 접촉

하는 부분에 수지층(704)을 형성함으로써, SAR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수지층(704p)은 자성체 재료로 형성해도 

좋다.

(제6 실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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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a)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2(b)는 

도 32(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또한, 도 33(a)는 도 32(a) 및 도 32(b)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고, 도 33(b)는 도 33(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6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안테나 소자 112 대

신에 안테나 소자 211을 구비한 것이다. 여기서, 안테나 소자(211)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111)으로부터, 

하측 프레임(103)의 내부, 힌지부(104)의 내부 및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내부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102

a)의 도체부에 접속점(212)까지 연장되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111)은, 안테나 소자(21

1)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120a)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6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마찬가

지의 작용 효과를 가진다. 또한, 붐부(910)의 내부에 안테나 소자(901)를 형성하고, 상측 제1 프레임부(120a)의 도체

부를 안테나 소자(102A)로서 동작시키므로, 종래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같이, 외부 안테나를 이용하지 않아도 전파

를 송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조작자의 주머니로부터 꺼낼 때에 외부 안테나가 걸리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또한, 붐부(910)와 하측 프레임(103)으로 둘러싸여지는 공간 내에는 관통 구멍(910h)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붐부(910)에 스트랩(strap)(910s)을 달아서 목으로부터 축 늘어뜨릴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종래 기술의 외부 안테나를 이용하지 않아서 좋으므로, 휴대 무선통신 장치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 

할 수 있고, 목으로부터 축 늘어뜨렸을 때에 용이하게 균형이 잡힌다.

도 35(a)는 본 발명의 제6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5(b)는 도 3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6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6 실

시 형태 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적어도 일부를 도전성 재료로 구성하고, 안

테나 소자(211)를 접속점(212)에서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한 것이다. 즉, 안테나 

소자 211 및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도체부에 의해 안테나 소자 102A를 구성한다. 이 경우에, 상측 제1 프레임

부(102a)를 수지 또는 도전성 재료로 구성해도 좋다. 이상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통화할 때에, 안테나 소자(102A)와 

인체 머리 부분과의 사이의 거리를 크게 할 수 있고, 통화할 때의 안테나 이득의 열화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안테나 소자(211)를 예를 들어 동축케이블 등의 급전 선로로 구성해도 좋다.

(제7 실시 형태)

도 36(a)는 본 발명의 제7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6(b)은 

도 36(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7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휴

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안테나 소자(504)에 접속된 끼움 원통부재(505)를,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에 연결된 힌

지부(104)(도전성 재료로 됨)의 원통부의 내부에 끼워 삽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무선통신 회로(110

)의 접속점(111)은, 안테나 소자(504), 끼움 원통부재(505) 및 힌지부(104)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도

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제7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3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

통신 장치와 마찬가지의 작용 효과를 가진다. 또한, 제1 실시 형태에 비해, 안테나 소자(504)가 힌지부(104)의 내부 

를 지나 상측 프레임(102)까지 연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측 프레임(102)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고, 힌지부(104)

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힌지부(104)을 통해서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개폐할 경우에서의 힌지부(104)의 내

구성을 향상할 수 있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적어도 일부를 도전성 재료로 구성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적어도 일부를 도전성 재료로 구성하고, 힌지부(104)를 상측 제2 프레임

부(102b)에 전기적으로 접속해도 좋다. 이 경우에서는, 안테나 소자(504), 끼움 원통부재(505), 힌지부(104) 및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도체부에 의해 안테나 소자(120A)를 구성한다. 이로써, 통화할 때에 인체 머리 부분과 안테나 

소자(102A)와의 거리를 크게 할 수 있고, 안테나 이득의 열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안테나 소자(504)를 예를 들어 동축케이블 등의 급전 선로로 구성해도 좋다.

(제8 실시 형태)

도 37(a)는 본 발명의 제8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7(b)는 

도 3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8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 통신 장치는, 도 17(a)에 나타낸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안테나 소자(811)를 2축 힌지부(704)의 내부, 상측 제2 프레임부(702b

)의 내부, 및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의 내부를 통해서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의 도체부에 연장시킨 것이다. 따라

서, 무선통신 회 로(110)의 접속점(801)은, 안테나 소자(811)를 통해서 접속점(812)에서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제8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5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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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장치로 마찬가지의 작용 효과를 가진다. 또한, 대략 좌우 대칭 구조의 붐부(910)를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폭

방향에 대하여 거의 좌우 대칭이 되는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디자인성을 향상할 수 있고, 2축 힌지부(704)의 구조가 

큰 경우라도 디자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안테나 소자(811)를, 2축 힌지부(704)와 전기적으로 절연하도록 연장시켜, 2축 힌지부(704)를 안테나 소자 10

2A 또는 901의 비여진 소자로서 동작시킬 수 있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안테나 소자(811)는 상측 제1 프레임부(702a)의 내부까지 연장하여 그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안테나 소자(811)를 상측 제1 프레임부의 도체부에 접속된 2축 힌

지부(704)의 도체부에 접속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안테나 소자(811)를 구비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안테나 소자(811) 대

신에, 예를 들어 동축케이블 등의 급전 선로로 구성해도 좋다.

도 38(a)는 본 발명의 제8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8(b)은 도 38(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8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8 실

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적어도 일부를 도 전성 재료로 구성하고, 안

테나 소자(811)를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에 전기적으로 접속해도 좋다. 이 경우에서는, 안테나 소자(811) 및 상측 

제2 프레임부(702b)의 도체부에 의해 안테나 소자(120A)를 구성한다. 이로써, 통화할 때에 인체 머리 부분과 안테나 

소자(102A)와의 거리를 크게 할 수 있고, 안테나 이득의 열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제9 실시 형태)

도 39(a)는 본 발명의 제9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39(b)는 

도 39(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9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

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안테나 소자(112) 및 상측 제1 프레임부(102a)를 구비한 제1 안테나 소자(102A)를 대신하

여, 휴대 무선통신 장치(1001)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힌지부(104)와 반대측의 단부 부근에, 예를 들어 1/4 파

장의 휩 안테나(whip antenna)인 외부 안테나(951)를 구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한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따르면

, 종래 기술에서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의 양쪽에 메인 안테나로서 기능하고 있던 외부 안테나(951)와, 붐부(910) 내

에 설치된 안테나 소자(901)(도 39(a) 및 도 39(b)에서 도시하지 않음)를 조합함으로써, 종래 기술에 비해 향상된 수

신 다이버시티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안테나 특성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의 자유도가 향상되고, 예를 들

어 종래 기술에 비해 소형의 외부 안테나(951)를 이용할 수 있고, 디자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한 실시 형태로 나타낸 외부 안테나(951)의 장착 위치는 어디까지나 일 례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측 프레임(103)에 외부 안테나(901)를 구비해도 좋다. 이 경우에, 붐부(910)를 상측 프레임(102)에 배치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스트

레이트 타입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외부 안테나(951)와, 붐부(910) 내의 안테나 소자(901)를 조합하여 설치해도

좋다.

(제10 실시 형태)

도 40(a)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40(b)은 

도 40(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10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9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외부 안테나(951)를 대신하여,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상측 제2 프레임부(102b)의 내부이

며 힌지부(104)와 반대측의 단부 부근에, 예를 들어 세라믹 칩 안테나(ceramic chip antenna)인 내장 안테나 소자(95

2)를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내장 안테나 소자(952)와, 붐부(910)의 안테나 소자(901) (도 40(a) 및 도 

40(b)에서 도시하지 않음)를 조합하여 안테나 장치를 구성했다. 이상과 같이 구성함으로써, 디자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시에, 설계의 자유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도 41(a)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닫힌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41(b)은 도 41(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10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

10 실 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내장 안테나 소자(952)를 하측 프레임(103)의 내부이며 힌지부(10

4)와 반대측의 단부 부근에 배치한 것이며, 제10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같은 작용 효과를 가진다. 

또한, 붐부(910) 내의 안테나 소자(901)와, 내장 안테나 소자(952)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들의 상호결합에 의해 

이들 안테나 소자(901, 952) 사이의 상관계수가 커지기 때문에, 다이버시티 수신 등의 효과가 저하해 버릴 경우를 고

려하여, 적어도 1/4 파장 정도의 거리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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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1개의 내장 안테나 소자(952)를 구비했을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

지 않고, 복수의 내장 안테나 소자를 구비해도 좋고, 이 경우에는 복수의 주파수대를 커버할 수 있다.

(제11 실시 형태)

도 42(a)는 본 발명의 제11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에서의 평면도이며, 도 42(b)는 

도 42(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제1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이하의 점이 다르다.

(a) 하측 프레임(103)은 서로 대향하여 대립시킨, 내측에 위치하는 하측 제1 프레임부(103a)와, 외측에 위치하는 하

측 제2 프레임부(103b)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하측 제2 프레임부(103b)를 그 적어도 일부를 제1 실시 형태에 따른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와 마찬가지로 도전성 재료로 형성한 것(이하, 도전성 재료의 부분을 도체부(導體部)라고 함

). 또한, 하측 제1 프레임부(103a)의 내측면의 중앙부에 키패드(116)를 설치한 것.

(b) 상측 제2 프레임부(102b) 내에, 무선통신 회로(110)를 구비한 것.

(c) 상측 제2 프레임부(102b)로부터 힌지부(104)를 통해서 하측 제2 프레임부(103b)에 연장되는 안테나 소자(962)

를 구비한 것.

도 42(a) 및 도 42(b)에서, 안테나 소자(962)는 무선통신 회로(110)의 급전점인 접속점(961)(도 1(a)에서의 접속점(1

11)에 대응함)으로부터 힌지부(104)의 내부를 통해 하측 제1 프레임부(103a)의 내부에 연장되도록 설치되고, 하측 

제1 프레임부(103a)의 내부의 안테나 소자(962)의 일단은 나사(963)에 접속된다. 여기서, 나사(963)가 하측 제2 프

레임부(103b)의 외측면에서 하측 제1 프레임부(103b)의 나사받이부(964)를 향해서 하측 프레임(103)을 관통하고, 

하측 프레임(103)을 나사 조임하여, 나사(963)는 하측 제2 프레임부(103b)의 도체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따라서

, 무선통신 회로(110)의 접속점(961)은, 안테나 소자(962) 및 나사(963)를 통해서 하측 제2 프레임부(103b)의 도체

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와 같이, 안테나 소자(962)와 하측 제2 프레임부(103b)의 도체부는 안테나 장치를 구성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휴대 무선 통신 장치도, 제1 실시 형태와 같은 작용 효과를 가진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안테나 소자(962)를 하측 제2 프레임부(103b)의 도체부에 접속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하측 제1 프레임부(103a)의 적어도 일부를 도전성 재료로 구성하고, 안테나 소자(962)를 하측 제1 프

레임부(103a)의 도체부에 접속해도 좋다. 또한, 하측 제1 프레임부(103a)와 하측 제2 프레임부(103a)의 양쪽에 도체

부를 형성해도 좋다.

(제12 실시 형태)

도 44(a)는 본 발명의 제12 실시 형태에 따른 슬라이드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고, 도 44(b)는 도 44(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4(a) 및 도 44(b)에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상측 프레

임(102c)과 하측 프레임(103c)을 구비함과 더불어, 슬라이드 기구를 포함한다. 상기 슬라이드 기구는, 상측 프레임(1

02c)의 뒷면에 형성된 2개의 슬라이드용 돌기부(182)가 각각 하측 프레임(130c)의 양측면의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

된 슬라이드용 홈(181)에 끼워지고, 상측 프레임(102c)은 각 길이 방향을 따라 화살표(183)의 방향에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상측 프레임(102c)이 도 44(a) 및 도 4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라이드 기구의 상

측에 위치할 때에는, 하측 프레임(103c)의 키패드(116)가 드러나서 조작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상측 프레임(102c)이 

슬라이드 기구의 하측에 위치할 때에는, 하측 프레임(103c)의 키패드(116)가 상측 프레임(102c)에 의해 덮혀서 조작

할 수 없게 되고, 이 때, 상측 프레임(102c)과 하측 프레임(103c)은 최소의 점유 면적으로 일체화되어, 후술하는 스트

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와 마찬가지의 형태가 된다. 또한, 예를 들어, 하측 프레임(103b)의 뒷면 상부의 표면 상

에, 도전성 재료로 된 도체층(102cc)을 형성하고, 안테나 소자(103A)로서 이용한다. 또한, 하측 프레임(103c)의 하부

의 좌우 양단부의 내부에, 예를 들어 칩 안테나로 된 내장 안테나 소자(191, 192)를 구비한다. 이들 3개의 안테나 소

자(103A, 191, 192) 중 적어도 2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적어도 2개의 안테나 소자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및 수신 다이버시티를 실행한다.

도 45(a)는 본 발명의 제12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슬라이드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고, 도 45(b)는 도 

45(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5(a) 및 도 45(b)에서, 이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2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접속점(902)에 접속된 안테나 소자(901)를 내장한 붐부(910)를 하측 

프레임(103c)의 상단면의 양쪽 가장자리 단부에 연결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제1 내지 제11 실시 형태와 그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특징적인 구성을, 도 12의 실시 형태와 그 

변형례에 따른 슬라이드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적용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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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실시 형태)

도 46(a)는 본 발명의 제13 실시 형태에 따른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고, 도 46(b)는 도 46(a)

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배면도이고, 도 46(c)는 도 46(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6(a) 도 46(b) 및

도 46(c)에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서로 붙여서 합친 상측 프레임(102d)과 하측 프레임(103d

)을 구비한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이다. 여기서, 예를 들어, 하측 프레임(103d)의 뒷면 상부의 표면 상에, 

도전성 재료로 된 도체층(103dc)을 형성하고, 예를 들어 칩 안테나로 된 내장 안테나 소자(191, 192)를 구비한다. 이

들 3개의 안테나 소자(103A, 191, 192) 중 적어도 2개를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적어도 2개의 안테나 

소자를 이용하여 송신 다이버시티 및 수신 다이버시티를 실행한다.

도 47(a)는 본 발명의 제13 실시 형태의 변형례에 따른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평면도이고, 도 47(b)는 

도 4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배면도이고, 도 47(c)는 도 47(a)의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47(a), 도

47(b) 및 도 47(c)에서, 이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제13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비해, 

접속점(902)에 접속된 안테나 소자(901)를 내장한 붐부(910)를 하측 프레임(103d)의 상단면의 양쪽 가장자리 단부

에 연결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제1 내지 제11 실시 형태와 그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특징적인 구성을, 도 13의 실시 형태와 그 

변형례에 따른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적용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안테나 또는 안테나 소자는 각각 불평형형(不平衡型) 안테나 또는 안테나 소자인 것이 바람직

하다.

(변형례)

도 43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의 다른 변형례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붐부(91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는 종단면

도이다. 도 43에서, 붐부(901)의 상측 표면 상에, 제1 도체 안테나 소자층(911)을 형성하는 한편, 도체 안테나 소자층

(911)과 분리하여, 붐부(901)의 하측 표면 상에 제2 도체 안테나 소자층(912)을 형성하고, 하측 프레임(103) 내에서 

2개의 도체 안테나 소자층(911, 912)을 접속점(913) 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더욱 접속점(902)에 접속되게 한

다.

이와 같이 구성된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서, 제1 도체 안테나 소자층(911)을 보다 낮은 주파수대(예를 들어 800MHz

대)에서 공진하는 전기장으로 형성하고, 제2 도체 안테나 소자층(912)를 보다 높은 주파수대(예를 들어 1.5GHz대)에

서 공진하는 전기장으로 형성하면, 주파수가 낮은 만큼 전기적인 거리는 가까워진다. 일반적으로, 하측 프레임(103) 

내의 프린트 배선기판(109)의 접지 도체와, 각 도체 안테나 소자층(911, 912)과의 거리가 같을 경우에는 보다 낮은 

주파수대의 도체 안테나 소자층 쪽이 안테나 이득이 저하한다. 그러나, 도 43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보다 낮은 주파수

대 쪽을 접지 도체로부터 분리한 외측(상측)에 배치함으로써, 하측 프레임(103)의 접지 도체로부터의 거리를 크게 할

수 있고, 특히, 도체 안테나 소자층(911)과 접지 도체와의 사이의 용량성 결합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급전점에서 

안테나 장치를 보았을 때의 입력 임피던스를 더 저하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 50 Ω의 임피던스 정합을 용이하게 취할

수 있는 동시에, 2개의 도체 안테나 소자층(911, 912)을 이용해서 광대역에서 고이득의 안테나 특성을 실현할 수 있

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와 상측 제2 프레임부(102b) 중 한쪽에서 안테나 소자(102A)로서

동작하는 도체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와 상측 제2 프레임부(

102b)의 양쪽에 안테나 소자(102A)로서 동작하는 도체부를 형성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프레임(102)과 하측 프레임(103) 중 한쪽에 도체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

에 한정되지 않고, 상측 프레임(102)과 하 측 프레임(103) 양쪽에 도체부를 형성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외부 안테나로서 휩 안테나를 이용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고정식(固定

式)의 헬리컬 안테나를 이용해도 좋다. 또한, 내장 안테나로서 역F 안테나를 이용해도 좋다. 또한, 상측 프레임(102)

에 복수의 안테나 장치를 설치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는, 상측 프레임(102)과 하측 프레임(103)을, 예를 들어 안테나 소자(112)로 접속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가요성(可撓性) 프린트 배선기판 상의 동체(胴體) 패턴을 이용해서 접속해도 좋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붐부(910)를 마그네슘이나 아연 등의 도전성 재료로 구성함으로써, 붐부(910)의 기계 강도를 

높일 수 있고, 휴대 무선통신 장치가 바닥 등의 지면에 낙하했을 경우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붐부(91

0)의 적어도 일부를 유전체 재료로 충전해서 형성하고 있으므로, 붐부(910) 내의 안테나 소자(901)의 공진주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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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효과가 있어, 유전체 재료를 충전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안테나 소자(901)의 주위를 

수지 등의 유전체 재료로 고정함으로써, 붐부(910) 및 안테나 소자(901)의 기계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양산성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붐부(910)의 적어도 일부를 엘라스토머(elastomer) 등의 탄력성 또는 유연성이 있는 수지 재

료로 구성해도 좋다. 이 경우,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평면 위에 두었을 경우, 잘못해서 밟는 것과 같이 상방향으로부터

압력을 가하거나, 유지 상태에서 잘못해서 낙하했을 경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붐부(910)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

다.

이상의 실시 형태에서, 붐부(910)의 형상은 도시한 형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사다리꼴 형상 또는 테이퍼 형

상으로 형성해도 좋다. 또한, 붐부(910)의 적어도 일부를 투명 또는 반투명의 수지 재료로 형성해도 좋다. 이 경우, 디

자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붐부(910)에서, 송신할 때에 발광하는 발광 다이오드를 배치해도 좋다.

이상 설명한 것 같이,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의하면, 상측 프레임 또는 하측 프레임 중 적

어도 일부가 안테나 소자를 겸하는 구성이며, 낙하 등의 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생기는 동시에, 안테나 

소자에 대한 점유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 비해 부품 수의 삭감,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박형화 및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도전성 재료로 된 힌지부를 안테나 장치의 일부로서 기능시킴으로써, 안테나 장치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 안테나 이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유전체 재료 또는 자성체 재료로 이루어진 박막의 절

연 시트(301)를 상측 제1 프레임부(102a)의 표면에 첨부함으로써, 인체와 안테나 장치와의 거리를 보다 크게 할 수 

있고, 통화할 때에 인체의 전자기적 영향에 의한 안테나 이득의 저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의하면,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하측 프레임의 힌지부 근방에,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폭방향에 대하여 거의 좌우 대칭이 되는 위치에 접속된 붐부(910) 내의 안테나 소자(901)인 제

1 안테나와,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재료로 구성된 상측 프레임 또는 하측 프레임을 구 성 요소로 하는 제2 안테나를 

조합한 것이다. 이로써, 종래 기술의 외부 안테나를 이용하지 않아도 전파의 송수신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휴대 무선

통신 장치를 주머니로부터 꺼낼 때에 외부 안테나가 걸리는 경우가 있었던 종래 기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붐부(910)와 하측 프레임으로 둘러싸여지는 공간 내에는 관통 구멍(910h)이 있기 때문에, 붐부(910)에 스트랩(910s)

을 붙여서 목으로부터 늘어뜨릴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종래 기술의 외부 안테나를 이용하지 않아서 좋으며, 휴대 무선

통신 장치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으로부터 늘어뜨렸을 때에 용이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예를 들어 프레임에,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폭방향에 대하여 거의 좌우 대칭이

되는 위치에 접속된 붐부를 구비하고, 이 붐부 내에 설치된 안테나 소자와, 적어도 일부가 도전성 재료로 구성된 프레

임을 구성 요소로 하는 안테나를 조합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기술의 외부 안테나를 이용하지 않아도 전파의 송수신

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휴대 무선통신 장치를 주머니으로부터 꺼낼 때에 외부 안테나가 걸리는 경우가 있었던 종래 

기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붐부와 프레임으로 둘러싸여지는 공간 내에는 관통 구멍이 있기 때문에, 붐부에 

스트랩을 해서 목으로부터 늘어뜨릴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종래 기술의 외부 안테나를 이용하지 않아서 좋고, 휴대 무

선통신 장치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으로부터 늘어뜨렸을 때에 용이하게 균형을 잡을 수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을 가지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의 적어도 일부는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무선통신 회로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하고,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상기 프레임에 대해 적어도 2곳에서 연결된 붐부를 가지며, 이로써 상기 프레임과 상기 붐부와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의 관통 구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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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는 불평형형(不平衡型) 안테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스트레이트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슬라이드 기구를 통해 상측 프레임과 하측 프레임이 슬라이딩할 수 있는 슬라이드형 휴

대 무선통신 장치이며,

상기 상측 프레임과 상기 하측 프레임 중 적어도 한쪽의 적어도 일부는,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는, 힌지부를 통해 상측 프레임과 하측 프레임이 접힐 수 있는 폴더형 휴대 무선통신 장치이

며,

상기 상측 프레임과 상기 하측 프레임 중 적어도 한쪽의 적어도 일부는,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상기 프레임의 적어도 일부인 유전체 프레임 위에 도체층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층은 상기 유전체 프레임 위에 도체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층은 상기 유전체 프레임의 양면 위에 각각 다른 도체 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안테나는 복수의 주파수대에

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층은, 서로 다른 전기장을 가지는 복수의 도체 부분을 가지며, 상기 안테나는 복수의 주파수대에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체층에 형성된 슬롯 또는 슬릿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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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측 프레임은, 상측 제1 프레임부와 상측 제2 프레임부를 가지며, 상기 상측 제1 프레임부와 상기 상측 제2 프

레임부 중 적어도 한쪽은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2.
제4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측 프레임은, 하측 제1 프레임부와 하측 제2 프레임부를 가지며, 상기 하측 제1 프레임부와 상기 하측 제2 프

레임부 중 적어도 한쪽은 프레임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3.
제5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부의 적어도 일부는 힌지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힌지 도체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

치의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무선통신 회로의 안테나의 적어도 일부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4.
제5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부의 적어도 일부는 힌지 도체부로서 도전성 재료로 형성되고, 상기 힌지 도체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

치의 안테나의 비여진(非勵振) 소자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부는 적어도 2축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6.
제13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부 위에 형성된 절연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복수의 리액턴스 값을 각각 가지는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와,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해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에 접속하는 스위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8.
제13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복수의 리액턴스 값을 각각 가지는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와,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

환해서 상기 힌지 도체부를 통해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에 접속하는 스위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19.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 수단은,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에 대응하여,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

택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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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 수단은,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복수의 동작 주파수대에 대응하여,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

택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1.
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 수단은,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송신과 수신에 대응하여, 상기 복수의 리액턴스 소자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2.
제1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유전체 재료 또는 자성체 재료로 이루어지고, 소정의 정전 용량을 가지는 절연체를 통해서 상

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고, 상기 프레임 도체부는 상기 절연체를 통해서 용량성 급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도체부를 가지는 상측 프레임 위에 형성된, 유전체 재료 또는 자성체 재료로 이루어지는 박막의 절연 시

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4.
제1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붐부는, 상기 휴대 무선통신 장치의 폭방향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되도록 상기 프레임에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5.
제1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붐부의 적어도 일부는 도체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붐부의 적어도 일부는 유연성의 유전체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붐부 내에 설치되고, 상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소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소자와, 상기 프레임 도체부를 포함하는 안테나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별개의 스위치 수단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29.
제1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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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붐부 내에 설치되고, 상기 무선통신 회로에 접속되어, 서로 다른 전기장을 가지는 복수의 안테나 소자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0.
제1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에 설치된 외부 안테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안테나와, 상기 프레임 도체부를 포함하는 안테나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별개의 스위치 수단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2.
제1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에 설치된 내장 안테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내장 안테나와, 상기 프레임 도체부를 포함하는 안테나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별개의 스위치 수단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무선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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