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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형 컴퓨터를 위한 케이스

요약

본 발명의 케이스는 휴대형 컴퓨터에/로부터 결합이/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케이스는 윗면과

바닥면 그리고 측면을 갖는 휴대형 컴퓨터에 결합되어 휴대형 컴퓨터를 휴대 및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케이스는 두

부분과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 그리고 탄성부재를 포함한다. 케이스의 제 1 부분은 휴대형 컴퓨터의 윗면을 덮는

다. 케이스의 제 2 부분은 휴대형 컴퓨터의 바닥면을 덮는다. 연결부는 휴대형 컴퓨터의 일측면을 덮고,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연결한다. 탄성부재는 연결부의 내부에 설치되고, 연결부가 휴대형 컴퓨터에 밀착되도록 하는 탄성력을 부여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휴대형 컴퓨터를 이동 및 휴대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는 노트북 컴퓨터와 케이스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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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케이스를 휴대형 컴퓨터에 씌우기 전을 보여주는 휴대형 컴퓨터와 케이스의 사시도;

도 3은 도 2의 케이스를 휴대형 컴퓨터에 씌운 후를 보여주는 휴대형 컴퓨터와 케이스의 사시도;

도 4a 및 도 4b는 케이스를 휴대형 컴퓨터에 씌우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휴대형 컴퓨터와 케이스의 측면도들이

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휴대형 컴퓨터 22 : 베이스

24 : 패널 26 : 힌지부

30 : 패널 윗면 32 : 베이스 바닥면

50 : 케이스 52 : 케이스 상부

54 : 케이스 하부 56 : 연결부

58 : 판 스프링 60 : 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휴대형 컴퓨터를 이동 및 휴대하기 위한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휴대형 컴퓨터를 이용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휴대형 컴퓨터들의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만들었으며, 휴대

형 컴퓨터들의 다기능화와 함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형 컴퓨터들의 구조적인 설계는 생산의 편리성과 함

께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 1은 종래 휴대형 컴퓨터를 이동 및 휴대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는 노트북 컴퓨터(notebook computer)와 케이스

(case)의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 노트북 컴퓨터(100)는 별도로 준비된 케이스(110)를 사용하여 이동시키거나 휴대한다. 일반적으

로, 상기 케이스(110)는 상기 노트북 컴퓨터(100)를 이동 및 휴대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것으로, 컴퓨터 제작 업체

에서 제공된다. 사용자가 상기 노트북 컴퓨터(100)를 이동시키거나 휴대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케이스(110)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최근, 컴퓨터 분야에서는 월릿 PC(wallet personal comput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HPC(hand-held

personal computer) 등의 휴대형 컴퓨터들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모델이 선보이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휴대형 컴퓨터들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와 사용이 쉽다는 점에서 노트북 컴퓨터와도

비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휴대형 컴퓨터들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휴대형 컴퓨터들은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 즉, 전술한 노트북 컴퓨터를 위한 케이스와 같이, 단순히 휴대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케이스

는 소형화된 휴대형 컴퓨터들에서는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휴대형 컴퓨터들은 비교적 저가이

므로, 사용되는 케이스도 저가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상기 케이스가 고가로 제작되면 휴대형 컴퓨터들의 전체적

인 가격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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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휴대형 컴퓨터들을 휴대 및 이동할 때 사용하고,

휴대형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휴대형 컴퓨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싼 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윗면과 바닥면 그리고 측면을 갖는 휴대형 컴퓨터에 결합되어 상

기 휴대형 컴퓨터를 휴대 및 이동시키기 위한 케이스는 상기 휴대형 컴퓨터의 윗면을 덮는 제 1 부분과; 상기 휴대형 컴퓨

터의 바닥면을 덮는 제 2 부분과; 상기 휴대형 컴퓨터의 일측면을 덮고, 상기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연결부가 상기 휴대형 컴퓨터에 밀착되도록 하는 탄성력을 부여하기 위한 탄성부재

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케이스에서 상기 케이스의 상기 제 1 부분과 상기 제 2 부분, 그리고 상기 연결부는 가죽일 수 있다.

또, 상기 탄성부재는 유연한 재질의 박판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케이스는 휴대형 컴퓨터에/로부터 결합이/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

의하면, 소형의 휴대형 컴퓨터를 용이하게 휴대 및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케이스를 분리하는데 간단하므로 휴대형 컴퓨

터를 휴대한 상태에서 휴대형 컴퓨터의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케이스의 구조가 간단하므로,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도면 도 2 내지 도 4b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 상기 도면들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병기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케이스를 휴대형 컴퓨터에 씌우기 전을 보여주는 휴대형 컴퓨터와 케이스의 사시도이고,

도 3은 케이스를 휴대형 컴퓨터에 씌운 후를 보여주는 휴대형 컴퓨터와 케이스의 사시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케이스(50)는 휴대형 컴퓨터(20)의 패널 윗면(30)과 베이스 바닥면

(32), 그리고 뒷면의 힌지부(26)를 덮도록 구성된다. 즉, 상기 케이스(50)는 상부(52)와 하부(54), 그리고 연결부(56)로 구

성된다. 상기 케이스(50)는 인조 또는 천연가죽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합성 또는 천연섬유를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상

기 케이스 상부(52)는 상기 패널 윗면(30)을 덮도록 형성되고, 상기 케이스 하부(54)는 상기 베이스 바닥면(32)을 덮도록

형성된다. 상기 연결부(56)는 상기 케이스 상부(52)와 상기 케이스 하부(54)를 연결한다. 상기 케이스(50)의 상부(52)와

하부(54), 그리고 연결부(56)는 상기 휴대형 컴퓨터(20)의 형상과 대응되도록 형성된다. 즉, 상기 케이스(50)의 형태는 사

용하고자 하는 휴대형 컴퓨터(20)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상기 연결부(56)는 상기 연결부(56)

가 결합되는 상기 휴대형 컴퓨터(20)의 힌지부(26)의 형상과 대응되도록 형성된다. 이때, 상기 연결부(56)의 형상은 상기

연결부(56)에 삽입된 판 스프링(plate spring)(58)에 의해서 유지된다. 상기 판 스프링(58)은 다양한 재질이 사용될 수 있

으며, 바람직하게 본 실시예에서는 유연한 재질(flexible material)의 박판(sheet metal)을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휴대형 컴퓨터(20)는 다양한 형상과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상기 베이스(22)에는 다양한 전자 요소들이 수

납된다. 이때, 상기 전자 요소들에는,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수 개의 키 스위치들과 상기 키 스위치들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매트릭스(matrix)가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인쇄 회로 기판으로 구성된 키보드 어셈블리와 컴퓨터의 중앙 연산

장치(CPU) 그리고, 배터리와 같은 전원 공급 장치 및 메모리 카드 등의 적당한 저장 장치들이 있다. 또, 상기 패널(24)의

디스플레이 상의 포인터를 제어하기 위한 포인팅 디바이스 등이 있다. 상기 전자 요소들은 상기 베이스(22)의 내부에 위치

되거나, 상기 베이스(22)의 외부로 노출되도록 위치된다. 상기 패널(24)은 상기 베이스(22)의 뒷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힌지

구조의 어떤 형태를 통하여 상기 베이스(22)에 피벗 결합된다. 상기 패널(24)은 상기 베이스(22)의 윗면에 덮였을 때 상기

베이스(22)의 윗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키보드의 키 엘리먼트들(key elements)을 보호하는 커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기 패널(24)이 열렸을 때 컴퓨터 사용자가 보는 디스플레이를 수납하는 홀더(holder)의 역할을 한다. 한편, 상기 패널

(24)의 전면에 배치되는 디스플레이는 비디오 모니터 또는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와 같은 표시 장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펜 입력 방식이 사용되는 표시 장치가 설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를 위한 케이스는 휴대형 컴퓨터의 형상에 대응되도록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를 제작할 수 있다.

도 4a 및 도 4b는 케이스를 휴대형 컴퓨터에 씌우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휴대형 컴퓨터와 케이스의 측면도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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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케이스(50)는 휴대형 컴퓨터(20)에 간단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케이스의 간단한 결합을 통하여 휴대형 컴퓨터를 휴대 및 이동시킬 수 있으며, 간단한 분리를 통하여 휴대형 컴

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 4a에서 보인 바와 같이, 사용자는 상기 케이스(50)의 연결부(56)를 상기 휴대형 컴퓨터

(20)의 힌지부(26)로 밀어 넣으면 된다. 이때, 사용자는 상기 연결부(56)에 내장된 판 스프링(58)의 탄성력을 느낄 수 있

다. 사용자가, 도 4b에서 보인 바와 같이, 상기 연결부(56)를 상기 힌지부(26)로 완전히 밀어 넣으면, 상기 연결부(56)는

상기 힌지부(26)에 밀착된다. 이 상태에서 밴드(band)(60)를 고정시키면, 상기 케이스(50)는 상기 휴대형 컴퓨터(20)를 휴

대 및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을 적용하면, 소형의 휴대형 컴퓨터를 용이하게 휴대 및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케이스를 분리하는데

간단하므로 휴대형 컴퓨터를 휴대한 상태에서 휴대형 컴퓨터의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케이스의 구조가 간단하므로,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윗면과 바닥면 그리고 힌지부를 갖는 휴대형 컴퓨터에 결합되어 상기 휴대형 컴퓨터를 휴대 및 이동시키기 위한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휴대형 컴퓨터의 윗면을 덮는 제 1 부분;

상기 휴대형 컴퓨터의 바닥면을 덮는 제 2 부분;

상기 휴대형 컴퓨터의 힌지부를 덮고, 상기 제 1 부분과 제 2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의 내부에 설치되고, 상기 연결부가 상기 휴대형 컴퓨터에 밀착되도록 하는 탄성력을 부여하기 위한 탄성부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를 위한 케이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부분과 상기 제 2 부분, 그리고 상기 연결부는 가죽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를 위한 케이스.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유연한 재질의 박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를 위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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