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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절첩식 안테나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요약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는 평탄 상면(16)과 평탄 저면(18), 및 외부 컴퓨터의 홈 형상 데이타 인
터페이스 포트(32) 내에 끼워 맞추기에 접합하게 된 박층구조를 갖는 하우징을 포함한다. 안테나(12)는 
전송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 및 이와 관련된 데이타를 인터셉트(intercept)하기 위해서 하우징의 
평탄 상면(16,34)에 결합된다. 안테나(12)는 하우징이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32)로부터 제거될 
때 선택되는 제1 안테나 위치(12a)와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32)내에 하우징이 삽입될 때 선택
되는  제2  안테나  위치(12b)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회전  가능하다.  수신기(40)는  하우징(16)  내에 
포위되며, 인터셉트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 및 이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신 및 검출한다.

7-1

1019950701490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절첩식 안테나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휴대용 통신 수신기들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절첩식 안테나(foldable antenn
a)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의 설명]

외부 컴퓨터들에 결합하기 위한 데이타 포트들을 구비하고 있는 통신 수신기들은 이 분야에 잘 알려져 있
다. 한 예를 들면 일리노이주 샤움버그 소재의 모토롤라, 인크.에서 제작한 뉴스스트림 향상된 정보 수신
기(NewsStreamTM(등록 상표)Advanced information Receiver)가 있다. 현재 몇몇의 랩탑 컴퓨터들에는 표
준  인터페이스로서  이를  테면  개인용  컴퓨터  카드  국제  협회(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인터페이스가 구비되어 제작되고 있다. 오늘날의 초소형 통신 수신기들은 매
우 소형이기 때문에 수신기를 외부 컴퓨터에 결합시키게 되면 통신 수신기들 상당 부분이 PCMCIA 인터페
이스를 포위하는 하우징 벽들 뒤에 놓여 보이지 않게 된다.

통신 수신기의 대부분의 소자들은 외부 컴퓨터의 홈 형상(recessed)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안으로 수납
되기 때문에, 통신 수신기와 외부 컴퓨터간에 유효 상호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는 통상 차폐되어 통신 수신기와 외부 컴퓨터간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가 차폐되면, 수신기 감도가 현저히 감
소되어, 통신 수신기가 동작할 수 있는 유효 통신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수신기를 외부 컴퓨터로부터 분리시키더라도 통신 수신기의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통신 수신기
의 감도를 유지하는 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라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는 평탄 상면과 평탄저면, 및 외부 컴퓨터의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내에 끼워 맞추기에 적합하게 된 박층 구조(thin profile)를 갖는 하우징을 포함
한다. 안테나는 전송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 및 이와 관련된 데이타를 인터셉트(intercept)하기 위
해서 하우징의 상면에 결합된다. 안테나는 하우징이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로부터 제거될 때 선
택되는 제1 안테나 위치와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에 하우징이 삽입될 때 선택되는 제2안테나 
위치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회전 가능하다. 수신기는 하우징 내에 포위되며, 인터셉트된 선택 호출 어드레
스 신호들 및 이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신 및 검출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라,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는 평탄 상면과 평탄 저면, 및 외부 컴퓨터의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내에 끼워 맞추기에 적합하게 된 박층 구조를 갖는 제1 하우징부를 갖는 하우
징을 포함한다. 하우징은 홈 형상 인터페이스 포트 외부에 있는 제2 하우징부를 더 포함하며, 평탄 상면, 
및 제1 하우징부의 평탄 저면에 접촉하는 평탄 저면을 갖는다. 안테나는 전송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
들 및 이에 관련된 데이타를 인터셉트하기 위해 제2 하우징부의 상면에 결합된다. 안테나는 제1 안테나 
위치와 제2 안테나 위치 내에서 선택적으로 회전 가능하다. 제1 안테나 위치는 하우징이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로부터 제거될 때 선택되며, 제2 안테나 위치는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에 하
우징이 삽입될 때 선택된다. 인쇄 회로 기판은 제1 하우징부 내에 포함된다. 수신기는 인쇄 회로 기판 상
에서 지지되며, 제1 하우징부 내에 포위되며, 안테나에 결합되어 인터셉트된 선택호출 어드레스 신호들 
및 이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신 및 검출한다. 밧데리는 제2 하우징부 내에 포함되어 있고, 수신기에 전력
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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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절첩식 안테나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에 대한 측면도
와 평면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절첩식 안테나에 대해 확대하여 도시한 정면도와 측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에에 따라 외부 컴퓨터에 결합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에 대한 평면도이
다.

제4도는  본  발명에  제1실시예에  따라  외부  컴퓨터에  결합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의 전기
(electrical) 블록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절첩식 안테나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에 대한 측면도
와 평면도이다.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절첩식 안테나(12)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에 대한 
측면도와 평면도이다.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는 하우징(14)을 포함하는데, 이 하우징은 바람직하
기로는 플라스틱 물질,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되며, 이를 테면 사출 성형과 
같은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하우징(14)은 평탄 상면(16)과 평탄 저면(18)을 가지며, 이들은 바
람직하기로는 판금(sheet metal), 특히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도전성 물질로 제조된다. 하우징(14)은 
개인용 컴퓨터 카드 국제 협회(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에서 
공포한 PC 카드 표준안에 기재된 타입 Ⅱ PC 카드 두께와 유사한 크기의 박층 구조를 갖는다. 수신기 및 
신호 처리 회로들은 이하 상세히 기술하는 바와 같이 하우징(14) 내에 포함된 (도시 안된) 인쇄 회로 기
판 상에서 지지된다. 접속기(20)는 하우징(14)내에 포함되며, 외부 컴퓨터와의 통신을 제공하도록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는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로 삽입된다. 절첩식 안테나(12)는 힌지(22)를 
사용하여 하우징(14)의 평탄 상면(16)에 결합되므로써 안테나(12)는 제1 안테나 위치(12A)는 제2 안테나
(12B)내에서 선택적으로 회전될 수 있다. 제1 안테나 위치(12A)는 안테나(12)가 평탄 상면(16) 상에서 편
평한 위치에, 또는 평탄 상면(16)에 평행한 위치에 있는 위치이며, 반면 제2 안테나 위치(12B)는 안테나
(12)가 회전하여 평탄 상면(16)에 수직한 위치이다. 안테나(12)는 통상 평탄 상면(16) 상에서 평평하게 
접혀져,  사용자는  주머니  안에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를  넣어  불편없이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에 있어서 안테나(12) 영역 내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를 외부 컴퓨터의 홈 형상 데
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테나(12)를 수직으로 회전시켜야 한다. 안테나(1
2)가 제2 안테나 위치(12B)에 있을 때,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안테나는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
스 포트 외부에 위치하게 되며, 이러한 위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와 외부 컴퓨터간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가 차페되는 이유 때문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제공된 
차페때문에, 안테나가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에 위치하게 되면, 안테나 성능은 현저하게 저
하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절첩식 안테나에 대해 확대하여 도시한 정면도 및 측면도이다. 절첩
식 안테나(12)는 하우징(24)을 포함하며, 이 하우징은 바람직하기로는 플라스틱 물질, 예를 들면 폴리카
보네이트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되며, 이를 테면 사출 성형과 같은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된다. 
안테나 하우징(24)은 안테나 소자(26)를 포위하며, 이 안테나 소자는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리, 베
릴륨 구리, 또는 니켈 실버와 같은 판금으로 형성될 수 있는 단일 턴(turn) 자성 루프 소자로서, 이 안테
나는 하우징(24)  내에 위치한 수신기 입력에 리드(28)들을 납땜할 수 있도록 적당히 도금되었다. 리드
(28)들은 다른 상호 접속 방법들이 또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꼬인 구리 와
이어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물질들로서 이를 테면 와이어, 또는 FR-4 글래스 에폭시 인쇄 회로 기판 
물질이나 가요성 회로 물질과 같은 얇은 인쇄 회로 기판 물질 상에 에칭하여 형성한 패턴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도에는 단일 턴 자성 루프 안테나를 도시하였으나, 안테나 하우징(24) 내에 충분
한 두께가 제공될 경우, 저주파수들에서 동작하는 수신기의 동작을 위해서 다수의 턴 루프들을 또한 이용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제공된 패턴은 또한 전기(electrical)다이폴 안테나를 형성
하도록 변경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외부 컴퓨터(30)에 결합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에 대한 
평면도이다. 외부 컴퓨터(30)는 바람직하기로는 휴대용 컴류터로서, 이를 테면 IBM 또는 컴팩에서 제작한 
휴대용 랩-탑들, 또는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소재의 휴렛 패커드사에서 제작한 HP96LX와 같이 손으로 휴
대할 수 있는 소형 휴대형 컴퓨터이다. 제3도에 도시한 안테나(12)는 전개된 상태, 또는 외부 컴퓨터(30) 
바깥에 안테나(12)가 위치한 수직 위치로 회전된 상태에 있는 안테나이다. 안테나(12)가 수직 위치로 전
개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예를 들면 전계 안테나(electric field antenna)와 같은 다른 안테나 
구성들은 안테나 위치(12A)로 지시된 닫힌 위치로부터 180°로 양호하게 전개될 수 있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외부 컴퓨터(30)에 결합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에 대한 
전기 블록도이다.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는 RF 신호들을 인터셉트하기 위한 안테나(12)를 포함한
다. 안테나(12)는 인터셉트된 RF 신호를 수신 및 복조하는 수신기(40)에 결합된다. 디코더(42)는 이를 테
면 일리노이주 샤움버그 소재의 모토롤라, 인크.에서 제작한 MC68HC05C9 또는 C11 마이크로컴퓨터와 같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구현된 디코더로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
에 의해서, 상기 복조된 정보를 처리하여 어드레스 정보를 디코드하며, 메시지들을 처리 및 복원한다. 어
드레스 정보 및 메시지들은 예를 들면 골레이 시퀀셜 코드(GSC;Golay Sequential Code)와 같이 잘 알려진 
많은 신호 전송 프로토콜들, 또는 POCSAG 신호 전송 포맷들 중에서 임의의 것에 의해 전송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42)는 복원된 메시지들을 기억하는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에 결합되고, 마이크로프로
세서(42)는 메시지들의 기억 및 재호출을 제어한다. 경보 신호는 데이타 인터페이스(46)를 통해 외부 컴
퓨터(30)에 결합된 마이크로컴퓨터(42)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42)가 메시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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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를 사용자에게 경보하기 위해서 이하 기술되는 바와 같이 감지 가능한 경보를 
상기 마이크로컴퓨터가 발생하는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42)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독출 전용 메모리
(ROM;48)와 데이타 인터페이스(46)를 제어 및 이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ROM(48) 및 데이타 인터페이스(4
6)에 결합된다. 이 분야에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정신에 벗어남이 없이 ROM 대신에 EEPROM
으로 대치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ROM(48)은 데이타 인터페이스(46)에 의해서 수신된 제어 기능 메시지
들에 응답하여, 제어 기능들, 즉 온-오프, 경보 모드, 등등을 수행하기 위한 펌웨어(firmware)를 포함하
는 제어 루틴과 같은 많은 펌웨어 루틴을 포함한다. 디코딩 루틴들에 의해서 마이크로컴퓨터(42)는 수신
된 선택 호출 신호 전송 및 메시지 정보를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을 사용
하여 디코드할 수 있다. 경보 루틴은 외부 컴퓨터(30)가 가청 경보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펌웨어를 포
함한다. 데이타 전송 루틴들은 랜덤 억세스 메모리(44)내에 기억된 정보를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10)로부터 외부 컴퓨터(30)로 보내기 위한 펌웨어를 포함한다.

데이타 인터페이스(46)는 잘 알려진 개인용 컴퓨터 카드 국제 협회(PCMCIA)  표준 인터페이스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구성 및 제어된다. 데이타 인터페이스(46)는 PCMCIA 버스(50)에 의해서 외부 컴퓨터(30)와 결합
한다.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인터페이스의 다른 형태들, 즉 RS-232 직렬 인터페이스를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외부 컴퓨터(30)는 PCMCIA 버스(50)와 통신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54)에 결합된 데이타 인터페이스
(52)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54)는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되도록 디스플레이(56)와  키보드(58)에 
결합된다. RAM 메모리(60)는 외부 컴퓨터(54) 내에서 생성되거나 외부 컴퓨터에 의해서 수신된 소프트웨
어 명령들 및 다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54)에 결합되며, 이에 의해서 제어된다. 사
운드 발생기(62)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54)에 결합되며,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 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42)가 보낸 신호들에 응답하여 사용자에게 경보한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절첩식 안테나(12)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에 대한 
측면도 및 평면도이다. 제1도에 도시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10)와는 달리, 제5도에 도시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의 소자들 대다수를 지지하고 있는 인쇄 히로 기판(도시 
없음)을 포위하는 제1 하우징부(14)와, 밧데리(도시 없음)를 포함하는 제2 하우징부(32)를 포함한다. 앞
서 기술한 바와 상당 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제2 하우징부(32)는 안테나(12)가 위에 장착되는 평탄 상면
(34)을 포함한다. 제2 하우징부(32)는 또한 제1 하우징부(14)의 평탄 저면(18)과 접촉하는 평탄 저면(3
6)을 포함한다. 제1도에 도시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와 같이, 제5도의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는 제1 안테나 위치 및 제2 안테나 위치인 두개의 안테나 위치들 간에 회전될 수 있는 안테나(12) 를 포
함하며, 상기 제1 안테나 위치(12A)에서 안테나(12)는 평탄 상면(34)에 대해 평평하며, 상기 제2 안테나
(12B)에서  안테나(12)는  평탄  상면(34)에  수직이다.  제1도에  도시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와는 
달리, 제5도의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는 제2하우징부의 몸체 내로 안테나(12)를 삽입하므로, 안테나
(12)가 제1안테나 위차(12A)에 있을 경우, 봉기된 영역이 제거된다. 안테나를 제1, 또는 닫힌 안테나 위
치(12A)로 래치(latch)하는 수단은 평탄 상면(34)의 홈 형상 영역 내에 제공된 홈으로써 걸쇠(detent)를 
형성하는 커버의 립(lip) 상에 봉기된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안테나 커버(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음)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요약하여, 상기 기술된 바는 절첩식 안테나를 구비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이다. 절첩식 안테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가 외부 컴퓨터로부터 제거될 때, 제1, 또는 닫힌 위치로 회전되며, 컴퓨터 카
드 데이타 수신기가 외부 컴퓨터 내에 삽입될 때, 제2, 또는 열린 위치로 회전된다. 회전 가능한 안테나 
영역 내에 위치된 안테나 타입에 따라서, 안테나는 하우징의 평탄 상면에 수직이 되게 회전될 수 있으며, 
또는 닫힌 위치로부터 180°열리도록 회전될 수 있다. 절첩식 안테나에 의해서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
기의 크기가 최소화되므로, 수신기를 예를 들면 주머니 속에 넣어 용이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컴퓨터 카
드 데이타 수신기가 외부 컴퓨터 내에 삽입될 때 가장 양호한 신호 수신을 위해서 안테나를 적절한 위치
에 둘수 있다. 안테나는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외부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
기와 외부 컴퓨터간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에 제공된 차폐에 의해
서 안테나는 차폐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에 있어서, 평탄 상면과 평탄 저면, 및 외부 컴퓨터의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
이스 포트내에 끼워 맞추기에 적합하게 된 박층 구조(thin profile)를 갖는 하우징; 전송된 선택 호출 어
드레스 신호들 및 이와 관련된 데이타를 인터셉트(intercept)하는 안테나로서, 상기 안테나는 상기 하우
징의 상기 상면에 결합되어 상기 하우징이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로부터 제거될 때 선택되
어 상기 안테나의 제1 동작 설정 위치(orientation)를 제공하는 제1 위치와 상기 하우징이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에 삽입될 때 선택되어 상기 안테나의 제2 동작 설정 위치를 제공하는 제2 위
치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회전 가능한 힌지된 평탄 하우징 부재 내에 포위되는 안테나; 및 상기 하우징 내
에 포위되고 상기 안테나에 결합되어, 상기 인터셉트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 및 이와 관련된 데이
타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안테나 위치는 상기 안테나가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로부터 제
거될 때 상기 안테나를 상기 평탄 상면의 평면에 평행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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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안테나 위치는 상기 안테나가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로 삽입
될 때 상기 안테나를 상기 평탄 상면의 평면에 수직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
이타 수신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 수단에 결합되어, 검출된 상기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을 처리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관련된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 수단; 및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에 결합되고 상기 처리 수단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를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
트를 통해 상기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컴퓨터는 휴대용 랩탑 컴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
기.

청구항 6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에 있어서, 평탄 상면과 평탄 저면, 및 외부 컴퓨터의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
이스 포트내에 끼워 맞추기에 적합하게 된 박층 구조를 갖는 제1 하우징부와, 평탄 상면, 및 상기 제1 하
우징부의 상기 평탄 저면에 접촉하는 평탄 저면을 가지며 상기 홈 형상 인터페이스 포트 외부에 있는 제2 
하우징부를 갖는 하우징; 전송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 및 이와 관련된 데이타를 인터셉트하는 안테
나로서, 상기 안테나는 상기 제2 하우징부의 상기 상면에 결합되어 상기 하우징이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로부터 제거될 때 선택되어 상기 안테나의 제1 동작 설정 위치를 제공하는 제1 위치와 상
기 하우징이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에 삽입될 때 선택되어 상기 안테나의 제2 동작 설
정 위치를 제공하는 제2 위치 사이에서 회전 가능한 힌지된 평탄 하우징 부재 내에 포위되는 안테나; 인
쇄 회로 기판; 상기 인쇄 회로 기판 상에서 지지되고 상기 제1 하우징부 내에 포위되어, 상기 인터셉트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 및 이와 관련된 데이타를 수신 및 검출하기 위한 수신기 수단; 및 상기 제2 
하우징부 내에 포함되어, 상기 수신기 수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밧데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위치는 상기 안테나가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로부터 제거될 때 
상기 안테나를 상기 제2 하우징부의 상기 평탄 상면의 평면에 평행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하우징부의 상기 평탄 상면은 상기 안테나가 상기 제1 위치에 놓일 때, 상기 
안테나를 포위하기 위한 홈(reces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위치는 상기 안테나가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 내로 삽입될 때 
상기 안테나를 상기 제2 하우징부의 상기 평탄 상면의 평면에 수직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 회로 기판 상에서 지지되어, 상기 검출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신호들과 관련
된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해서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을 처리하는 처리 수단; 및 상기 인쇄 회로 기판 상에
서 지지되며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에 결합되고 상기 처리 수단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를 상기 홈 형상 데이타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해 상기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타 인터페
이스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카드 데이타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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