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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과 상기 입력된 데이터가 출력되어 각종 
표시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엘씨디부와 수신기와 송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안테나 장치와 스피커 장치 및 마이크장
치를 포함하는 상, 하부 케이싱 프레임으로 구성된 본체와, 상기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터리 팩 장착시에 상
기 배터리 팩이 놓이는 안착공간을 가지며 상기 안착공간에 놓인 배터리 팩을 잡아주기 위하여 상기 하부 케이싱 프레
임에 일체형으로 형성된 홀딩 수단과, 상기 배터리 팩을 본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하는 로킹수단과, 상기 
본체와 배터리 팩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수단 및 상기 본체에 연결되어 손목에 착용가능하게 하는 밴드로 구성
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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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휴대용 무선단말기, 와치 타입, 배터리 팩, 접속장치, 슬라이딩 키, 홀딩수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후면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이 분리된 상태를 도시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의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의 후면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이 하부 케이싱 프레임에 장착된 경우의 접속장치를 도시한 단면
도.

도 7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를 도시한 사시도.

도 7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를 도시한 사시도.

도 8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터를 도시한 사시도.

도 8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터의 구성을 도시한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터 테일을 도시한 사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과 본체가 접속되는 상태를 도시한 부분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보드 어셈블리를 도시한 분리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사시도.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도시한 사시도.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키 어셈블리를 도시한 부분 분리사시도.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상부 케이싱 프레임상에 형성된 장방형 리브를 도시한 부분사시도.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키 어셈블리를 도시한 측단면도.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키 버튼이 일측으로 유동된 상태를 도시한 측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100: 본체 200: 배터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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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로킹수단 400: 밴드

500: 홀딩수단 600: 배터리 팩 접속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Watch Ty
pe Radiotelephone)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휴대용 소형 단말기는 HHP, CT-2, 셀룰라 폰, 디지털 폰, PCS 폰등의 휴대장치를 칭한다. 이러한 휴대장
치는 기지국(Base Station)과 무선통신을 수행하면서 통신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이러한 휴대용 단말기는 전자부품의 고감도 소형화 및 경량화추세에 따라 가고 있으며, 제1세대로 바타입(Bar T
ype)의 휴대폰이 보편화 되었고, 제2세대로 플립 타입(Flip Type)의 휴대폰이 일반화되었으며, 현재에는 플립 타입과 
제3세대의 폴더 타입(Folder Type)의 휴대폰이 공존하여 보편화된 추세에 있다. 향후에는 폴더 타입 휴대폰 또는 더
욱 소형화된 휴대용 단말기가 각광받을 것이다.

통상적인 바 타입의 휴대폰은 본체(Body Element)와, 본체 상단에 설치된 안테나 장치(Antenna Unit)와, 상기 안테
나 장치 하측으로 스피커를 포함하는 이어 피스(Earpiece)와, 이어 피스 하측으로 설치되는 엘씨디부(LCD Unit)와, 
엘씨디부 하측으로 위치하는 다수개의 번호키와 기능키를 포함하는 키 패드(Key Pad)와, 상기 키패드 하측으로 위치
하는 마이크장치(Microphone Unit)로 구성되었다.

    
통상적인 플립 타입 휴대폰(예를들어, 미국특허번호 제 5,629,979 호에 개시됨)은 본체와, 플립과, 본체와 플립을 연
결시키는 힌지장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플립 타입 휴대폰의 본체에는 상단에 안테나 장치가 설치되고, 안테나 장치 하
측으로 스피커를 포함하는 이어 피스가 위치하며, 상기 이어 피스 하측으로 엘씨디부가 장착되며, 상기 엘씨디부 하측
으로 다수개의 번호키와 숫자키를 포함하는 키 패드가 설치되며, 상기 키패드 하측으로 마이크장치가 장착되는 구성이
었다. 필요에 따라서 플립 요소에 마이크장치가 설치되기도 한다.
    

    
통상적인 폴더 타입 휴대폰(예를들어, 미국특허번호 제 5,628,089 호에 개시됨)은 본체와, 폴더와, 본체와 폴더를 통
화각도까지 개폐시키는 힌지장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종래의 폴더 타입 휴대폰은 본체의 상단에 안테나장치가 설치되고, 
상기 안테나 장치 하측으로 다수개의 번호키와 숫자키를 포함하는 키패드가 설치되고, 키패드 하측으로 마이크 장치가 
설치된다. 본체에 힌지장치에 의해 개폐되는 폴더는 스피커를 포함하는 이어 피스가 위치하고, 상기 이어 피스 하측으
로 엘씨디부가 장착된다. 이때 본체에서 통화각도까지 폴더를 개폐시키는 힌지장치는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폴더와 본
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바 타입이나, 플립 타입 및 폴더 타입의 휴대폰 중, 플립 타입 또는 폴더 타입 휴대폰에서, 음의 감도가 탁월한 
플립 타입 휴대폰이나 폴더 타입 휴대폰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플립 타입 휴대폰이나 폴더 타입 휴대폰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플립 타입 휴대폰은 통화대기모드시 본체에 연결되는 플립 요소가 다수개의 키들을 보호하여 키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통화모드시 통화중의 음의 반사판역할을 수행하여 음을 모아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플립 타입 휴대폰은 플립 요소에 
마이크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본체 소형화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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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타입 휴대폰은 통화대기모드시에 본체에 연결되는 폴더가 본체에 장착된 키패드를 보호하여 키의 오동작을 방지
하고, 통화모드시 통화중의 음의 반사판역할을 수행하여 음을 모아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폴더 타입 휴대폰은 폴더에 
스피커장치나 엘씨디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체 소형화에 대단히 유리하다.

이때, 현재 휴대폰은 소형화되는 추세이지만, 휴대폰은 사용자귀와 입간의 거리확보를 위해 소형화에 한계가 있다. 즉, 
휴대용 단말기의 경우, 송화부(마이크장치가 설치된 부분)와 수화부(스피커를 포함하는 이어 피스부분)사이의 거리가 
14cm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립 타입이나 폴더 타입 휴대폰은 통화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형화 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바 타입이나 플립 타입 또는 폴더 타입 휴대폰은 소형화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휴대폰의 휴대성
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단지 사용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별도의 가방이나 손에 쥔 채로 휴
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종래의 휴대폰의 휴대성은 분실위험이 대단히 높으며, 부주의한 실수로 사용중에 낙
하나 충격등이 가해지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더욱이, 종래의 휴대폰은 방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손목에 착용하므로써 휴대성이 좋은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
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형화에 유리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손목에 착용하게 되므로써 낙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체에서 수직방향으로 배터리 팩을 착탈가능하게 하는 배터리 팩 접속장치를 구비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방수수단을 갖는 배터리 팩 접속장치를 구비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접속상태가 점상태(포인트 투 포인트 접점방식)인 배터리 팩 접속장치를 구비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일체형으로 조립되는 보드 어셈블리를 구비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방수수단을 구비한 슬라이딩 키 입력버튼을 구비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조작이 편리하도록 단말기에 설치되는 슬라이딩 키 입력장치를 구비한 와치 타입 휴대용 무
선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과 상기 입력된 데이터가 출력되어 각종 
표시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엘씨디부와 수신기와 송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안테나 장치와 스피커 장치 및 마이크장
치를 포함하는 상, 하부 케이싱 프레임으로 구성된 본체와, 상기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터리 팩 장착시에 상
기 배터리 팩이 놓이는 안착공간을 가지며 상기 안착공간에 놓인 배터리 팩을 잡아주기 위하여 상기 하부 케이싱 프레
임에 일체형으로 형성된 홀딩 수단과, 상기 배터리 팩을 본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하는 로킹수단과, 상기 
본체와 배터리 팩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수단 및 상기 본체에 연결되어 손목에 착용가능하게 하는 밴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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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
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 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동일한 부호가 사
용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사시도로써,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
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가시적으로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된다. 상기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본체(100)와, 상기 본체의 저면에 장착되어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팩(200)과, 상기 배터리 팩(200)이 상기 본체에
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하는 로킹수단(300; 도 3에 도시됨) 및 상기 본체(100)에 연결되어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밴드(400)가 구성된다. 부가적으로, 상기 본체의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배터리 팩(200) 장착시에 상기 배
터리 팩을 잡아주는 홀딩수단(500; 도 3에 도시됨)이 구비된다.
    

상기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배터리 팩(200)이 본체(100)의 저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구성되고, 
상기 배터리 팩(200)의 장착에 따라 전원을 본체의 알에프 보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접속수단이 구비된다.

상기 본체(100)는 상하 케이싱 프레임(110, 120)으로 구성되며, 상기 상하 케이싱 프레임(110, 120)은 수직방향으
로 나사를 체결함으로서 결합된다. 상기 본체(100)는 내부에 알에프 보드가 장착되며, 음성인식장치, 주파수 변조장치, 
알에프 모듈 및 수신기와 송신기등이 구비된다. 상기 알에프 보드, 음성인식장치, 주파수 변조장치, 알에프 모듈, 수신
기 및 송신기등이 상기 본체의 내부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미도시된다.

상기 본체(100)는 데이터 입력 수단과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데이터 입력 수단은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
(10)가 바람직하나,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음성인식장치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상기 키(10)동작이나 음성인식장치에 따른 데이터 입력으로 각종 표시정보등이 데이터 출력수단에 디스플레이되는 바, 
상기 데이터 출력수단으로 엘씨디부(20)가 바람직하다. 상기 데이터 입력수단(10)의 작동에 따라서 각종 표시정보(예
를들어, 안테나의 수신감도를 표시하는 안테나 바, 배터리 잔류용량을 표시하는 배터리 용량 바)나 아이콘등을 포함하
는 데이터가 엘씨디부(20:LCD Unit)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이때, 상기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10)로 구성된 데이터 입력 수단은 방수 수단(도면에서 도시되지 않음)을 구비한다. 
외부환경 특히 물의 침입으로 인한 키동작의 불량을 방지하기 키 입력장치는 방수수단(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을 구비
하게 된다.

상기 키(10)는 본체의 상단(101a; Top End)과 측단(102a; Side End)에 설치된다. 상기 본체의 상단에 위치한 키(
10)는 스크롤 키와 방향키이며, 상기 본체의 측단에 설치된 키는 기능키(Function Side Key; 도면에 도시되지 않음)
가 바람직하다.

    
상기 본체(100)는 수신기(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와 송신기(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안테나 장치
(30)가 설치되고, 수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스피커 장치(40)와 송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마이크장치(50)가 설
치된다. 더욱이, 착신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착신 램프(60)가 본체(10) 중앙에 위치하며, 상기 본체(10)는 
알에프 보드에 설치된 인터페이스 콘넥터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콘넥터용 커버(70)를 구비한다. 상기 커버(70)
는 공지의 러버재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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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후면사시도이고, 도 3은 배터리 팩이 분리
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로써, 상기 배터리 팩(200)은 본체의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
도록 로킹장치(300)를 구비하며, 상기 배터리 팩(200)이 본체의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놓인 경우에 잡아주기 
위한 홀딩 수단(500)이 구비된다.

상기 로킹장치(300)는 돌기(320)를 갖는 로커(310)와, 상기 로커를 지지하는 코일 스프링과, 상기 로커의 이동에 따
라서 로커에 구비된 돌기가 삽입되는 로킹구멍이 구성된다. 상기 코일 스프링과 로킹 구멍은 도면에서 미도시된다.

    
상기 배터리 팩(200)이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장착되기 위하여 홀딩수단(500)을 구비하는 바, 상기 홀딩 수단
(500)은 배터리 팩이 놓이는 안착공간(130)과, 상기 안착공간(130)에 배터리 팩(200)이 놓인 후, 상기 배터리 팩(
200)의 일단(240)을 잡아주기 위한 홀딩부(510)로 구성된다. 상기 안착공간(130)은 배터리 팩(200)의 형상과 대응
한다. 상기 홀딩부(510)는 리세스(520)를 구비한다. 도 3에 도시한 화살표 ①은 로커의 이동방향이고, 화살표 ②는 배
터리 팩의 장착방향을 의미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배터리 팩의 일측(240)이 홀딩 수단(500)에 의해 위치가 고정된 후, 상기 배터리 팩의 
타측(241)을 강제적으로 누르면, 상기 배터리 팩(200)은 로커에 의해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장착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의 사시도이고, 도 5는 배터리 팩의 후면사시도로써, 배터리 팩
(200)의 일단(240)에는 돌출부(220)가 구비되고, 상기 돌출부(220)에는 홀딩용 돌기(230)가 돌출된다. 상기 배터
리 팩(200)이 안착공간에 놓인 경우, 이러한 홀딩용 돌기(230)는 리세스(520; 도 3에 도시됨)에 삽입되어 배터리 팩
의 일측(240)을 잡아주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손목에 착용한 상태로 휴대할 수 있어 휴대성이 우수하며, 상기 배터
리 팩(200)이 본체의 저면에 별도의 로킹수단과 홀딩수단(500)에 의해 착탈가능하게 구성되어 짐으로서, 수시로 배터
리 팩을 재충전하게 되어 사용하기에 편리한 휴대폰이다.

또한, 상기 배터리 팩(200)의 타측(241)은 돌출부(210)가 마주보게 형성되고, 상기 돌출부(210)사이에 로커(310)
가 조립되어 이동하기 위하여 슬롯(211)이 구비된다. 상기 돌출부(210)에는 배터리 셀과 연결된 제1접속수단이 구비
된다.

부가적으로 상기 배터리 팩에 내장된 배터리셀은 캔형 배터리셀이 내장될 수 있다.

상기 제1접속수단의 구성요소중, 배터리 컨택터(61)만이 노출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이 하부 케이싱 프레임에 장착된 경우의 접속장치를 도시한 단면
도이다. 도면에서 배터리 팩은 로킹도니 상태이다. 아울러, 배터리 팩은 본체의 알에프 보드 어셈블리와 접속된 상태이
다.

이미 기술한 바와같이, 상기 배터리 팩(200)은 하부 케이싱 프레임의 안착공간에 홀딩수단에 의해 놓인 후, 로킹장치
에 의해 로킹상태를 유지시키는 구성이었다.

이때, 상기 배터리 팩(200)이 로킹상태가 되는 경우, 본 발명의 접속장치는 동시적으로 본체의 알에프 보드 어셈블리
(70)와 접속된 상태가 된다. 본 발명의 배터리 팩 접속장치(600)는 배터리 셀과 알에프 보드 어셈블리(70)를 전기적
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배터리 팩(200)이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수직방향으로 착탈되는 구성
이기 때문에 상기 배터리 팩의 접속장치의 구성요소들은 수직방향으로 장착된다.

 - 6 -



등록특허 10-0313144

 
상기 배터리 팩 접속장치(600)는 제1접속수단과 제2접속수단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1접속수단은 하부 케이싱 프레임
(120)에 설치되고, 상기 제2접속수단은 배터리 팩(200)에 장착되는 구성을 갖는다.

상기 제1접속수단은 알에프 보드 어셈블리에 항시 접점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이며,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는 고정수단에 의해 억지끼움으로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장착된다. 아
울러, 상기 고정수단은 방수기능을 구비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게 된다.

상기 제2접속수단은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와 접점방식으로 접촉되는 배터리 콘택터(61)와, 상기 
배터리 콘택터(61)와 항시 접점방식으로 접속되는 배터리 콘택터 테일(62)로 구성되며, 상기 배터리 콘택터 테일(62)
과 배터리 셀간은 연성 인쇄회로(63)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이다.

상기 제2접속수단은 배터리 팩의 돌출부(210)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고정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고정수단은 방수수단을 
갖는다.

도 7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7b는 배터리 콘
택트 스프링 어셈블리의 구성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상기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는 한 개의 금속성 하우징(600)과, 상기 하우징(600)의 양단에 각각 구속된 
금속성 접속단자(601,602)와, 상기 양 단자사이에 설치된 압축코일 스프링(603)으로 구성된다. 상기 하우징(600), 
접속단자(601, 602), 압축코일 스프링(603)은 통전성질을 갖는다.

상기 하우징(600)은 중간에 가장 직경이 큰 고정부(600a)를 가지며, 양단은 완전히 개방된 단(600b)을 가진다. 상기 
개방된 단(600b)을 통해 상기 접속단자의 일부가 각각 노출된다.

    
상기 접속단자(601, 602)는 이동성을 가지며, 상기 하우징(600)내에 설치되어 구속되도록 걸림부(601a, 602a)가 형
성되며, 상기 개방된 단(600b)을 관통하는 원통형 부분(601b, 602b)을 가진다. 이때, 상기 원통형 부분(601b, 602
b)의 단(601c, 602c)은 접촉 포인트(Contact Point)이다. 상기 접속단자(601, 602)는 압축코일 스프링(603)에 의
해 서로 멀어지려는 힘을 받는 상태를 항시 유지한다. 상기 압축코일 스프링(603)이 통전성질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양 
단자(601, 602)는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압축코일 스프링의 일단(603a)은 하나의 단자(601)와 긴밀하게 밀착
된 상태를 유지하고, 타단(603b)도 다른 하나의 단자(602)와 긴밀하게 밀착된 상태를 유지한다.
    

도 8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터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8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
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터의 구성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상기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배터리 콘택터(61)는 양단을 가진다. 상기 배터리 콘택터(61)의 일단은 원통형의 삽입홈(610)이 소정의 깊이로 
형성되고, 타단은 리세스(611)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배터리 콘택터(61)의 중간에 고정홈(612)이 형성된다. 상기 
고정홈(612)은 외주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상기 삽입홈(610)은 배터리 콘택터 테일(62)이 삽입되는 부분이고, 상기 
리세스(611)는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와 접촉하는 부분이다. 이때, 상기 삽입홈의 바닥면(610a)은 배터
리 콘택트 테일(62)과 점으로 접촉하게 되고, 상기 리세스의 바닥면(611a)은 배터리 스프링 콘택터 어셈블리의 단자
의 단(602c)과 점으로 접촉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콘택터 테일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상기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 배터리 콘택터 테일(62)은 상기 배터리 콘택터의 삽입홈(610)에 놓여 접촉하는 돌출부분(620)과, 배터리 셀쪽
으로 연장되게 놓이는 부분(621)으로 구성된다. 상기 배터리 콘택트 테일의 단(622)은 점으로 상기 고정홈의 바닥면
과 접촉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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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터리 콘택터 테일은 연성 인쇄회로를 이용하여 배터리 셀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팩과 본체가 접속되는 상태를 도시한 부분단면도이다. 상기 도면
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접속상태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는 고정수단에 의해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의 돌출부(132)에 장착된
다. 상기 돌출부(132)는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가 직립된 상태로 조립되도록 하방으로 연장된 고정 
리브(133)를 구비한다.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는 상기 고정리브(133)에 억지끼움방식으로 장착된
다. 상기 고정 리브(133)는 상기 고정되는 부분(600a)을 감싼다. 이때,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의 고정되
는 부분(600a)의 외주면과 고정리브(133)간의 접촉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방수기능을 수행한다. 즉, 본 발명
의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60)의 고정수단은 방수수단을 가지는 구성이다.
    

상기 제2접속수단은 배터리 콘택터(61)와 배터리 콘택터 테일(62)로 구성되는 바, 상기 배터리 콘택터(61)는 별도의 
돌출부(212)에 구비된 고정수단에 의해 억지끼움으로 장착됨과 동시에 방수수단을 가지게 된다.

    
상기 배터리 콘택터(61)는 고정홈(612)이 형성되고, 상기 고정홈(612)과 대응하는 고정돌기(213)가 상기 리브(21
2)에 돌출된다. 상기 고정홈(612)과 고정돌기(213)간의 결합으로 배터리 콘택터(61)가 고정리브에 장착됨과 동시에 
방수수단을 가지게 된다. 즉, 상기 고정홈(612)과 고정돌기(213)에 의해 물의 침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구
성이다. 아울러, 상기 배터리 콘택터 테일의 단은 상기 배터리 콘택터의 바닥면과 접촉하고, 상기 연성 인쇄회로(63)에 
의해 배터리 셀과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팩(200)이 하부 케이싱 프레임(612)에 장착됨으로서, 본 발명의 배터리 셀에서 알에프 보드 어셈
블리간의 접속경로를 요약하면, 배터리 셀과, 연성 인쇄회로(63)와, 배터리 콘택터 테일(62)과, 배터리 콘택터(61)와, 
하나의 단자(602)와, 압축코일 스프링(603)과, 다른 하나의 단자(601)와, 알에프 보드 어셈블리(70)순으로 이루어 
진다.

본 발명은 수직방향으로 배터리 팩이 본체에 착탈되고, 이러한 배터리 팩 장착시에 따라서 접속장치가 수직방향으로 작
동함으로서 안정된 접속상태가 구현된다.

본 발명의 접속장치는 두군데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되었으나,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설치가 가능하다.

도면에서 포인트 a, b, c는 접점(Contact Point)을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수단이 엘씨디부인 경우의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을 나
타내는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가시적으로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된다. 상기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본체(100)와, 상기 본체의 저면에 장착되어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팩(200)과, 상기 배터
리 팩(22)이 상기 본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하는 로킹수단(300:도 3에 도시됨) 및 상기 본체(100)에 연
결되어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밴드(400)가 구성된다. 부가적으로 상기 본체의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배터리 팩
(200) 장착시에 상기 배터리 팩을 잡아주는 홀딩수단(도 3에 도시됨)이 구비된다.
    

상기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배터리 팩(200)이 본체(100)의 저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구성되고, 
상기 배터리 팩(200)의 장착에 따라 전원을 본체의 알에프 보드(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접
속수단(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이 구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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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체(100)는 상하 케이싱 프레임(110,120)으로 구성되며, 상기 상하 케이싱 프레임(110,120)은 수직방향으로 
나사를 체결함으로서 결합된다. 상기 본체(10)는 내부에 알에프 보드가 장착되며, 음성인식장치, 주파수 변조장치, 알
에프 모듈 및 수신기와 송신기등이 구비된다. 상기 알에프 보드, 음성인식장치, 주파수 변조장치, 알에프 모듈, 수신기 
및 송신기등이 상기 본체의 내부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미도시된다.

상기 본체(100)는 데이터 입력 수단과 데이터 출력 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데이터 입력 수단은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
(10)가 바람직하나,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음성인식장치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상기 키(10)동작이나 음성인식장치에 따른 데이터 입력으로 각종 표시정보등이 데이터 출력수단에 디스플레이되는 바, 
상기 데이터 출력수단으로 엘씨디부(20)가 바람직하다. 상기 데이터 입력수단(10)의 작동에 따라서 각종 표시정보(예
를들어, 안테나의 수신감도를 표시하는 안테나 바, 배터리 잔유용량을 표시하는 배터리 용량 바)나 아이콘등을 포함하
는 데이터가 엘씨디부(20:LCD unit)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이때, 상기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10)로 구성된 데이터 입력 수단은 방수 수단(도면에서 도시되지 않음)을 구비한다. 
외부환경 특히 물의 침입으로 인한 키동작의 불량을 방지하기 키 입력장치는 방수수단(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을 구비
하게 된다.

상기 키(10)는 본체의 상단(101a:top end)과 측단(102a:side end)에 설치된다. 상기 본체의 상단에 위치한 키(10)
는 스크롤 키와 방향키이며, 상기 본체의 측단에 설치된 키는 기능키(function side key:도면에 도시되지 않음))가 바
람직하다.

    
상기 본체(10)는 수신기(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와 송신기(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안테나 장치(
30)가 설치되고, 수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스피커 장치(40)와 송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마이크장치(50)가 설
치된다. 더욱이, 착신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착신 램프(60)가 본체(10) 중앙에 위치하며, 상기 본체(10)는 
알에프 보드에 설치된 인터페이스 콘넥터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콘넥터용 커버(70)를 구비한다. 상기 커버(70)
는 공지의 러버재질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보드 어셈블리를 도시한 분리사시도이다.

본 발명에 의한 보드 어셈블리장치의 구성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본체 내부에는 일체형 보드 어셈블리(B
oard Assembly)가 위치하는 바, 본 발명의 보드 어셈블리는 알에프 보드(1)를 중심으로 상하부 쉴드 커버(2, 3)가 
조립되고, 상기 상부 쉴드 커버(2; Upper Shield Cover)상에는 연성 인쇄회로(4; Flexible Printed Circuit)가 안착
된다. 상기 연성 인쇄회로(4)상에는 엘씨디 모듈(5; LCD Module)이 장착된다.

상기 연성 인쇄회로(4)에는 스피커장치(7)와 마이크장치(6)가 설치되며,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 입력수단(4a, 4b)이 
포함된다. 아울러, 상기 연성 인쇄회로(4)와 상부 쉴드 커버(2)가 조립된 경우, 마이크장치(6)나 스피커장치(7)가 놓
이는 안착부(2a, 2b)가 상부 쉴드 커버 소정위치에 형성된다. 또한, 상기 상부 쉴드 커버의 하측으로 진동 모터(8)가 
장착되며, 중앙은 연성 인쇄회로가 놓이는 안착부(2c)가 구비된다.

상기 연성 인쇄회로(4)는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 입력장치가 장착되는 바, 본체의 상단에 위치하는 키 입력장치(4a)와, 
본체의 측단에 위치하는 키 입력장치(4b)로 구성된다. 상기 키 입력장치(4b)를 보조하기 위한 금속성 쉴드 키 플레이
트(9)가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연성 인쇄회로(4)와 알에프 보드(1)간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 
플러그(4c)가 연성 인쇄회로(4)에 장착된다.

키 입력장치는 본체 외부로 노출되게 위치하는 키(도 1에 도시됨)와, 상기 키동작에 따라 데이터 입력을 지시하는 메탈 
돔으로 구성된다. 당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자라면 공지의 키와 메탈 돔의 구성에 대해서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공지의 메탈돔은 연성 인쇄회로(4)상에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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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③은 연성 인쇄회로(4)에 설치된 인터페이스 플러그(4c)를 알에프 보드(1)에 접속시키기 위한 벤딩방향을 의
미하고, 화살표 ④는 메탈 돔이 본체의 측단에 위치한 키(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에 대응하도록 벤딩되는 방향을 의미하
고, 화살표 ⑤는 진동 모터(8)가 상부 쉴드 커버(2)의 소정위치에 장착되는 방향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알에프 보드(1)와, 상하부 쉴드 커버(2, 3)와, 연성 인쇄회로(4) 및 엘씨디 모듈(5)은 상하 적층구조로 
일체형으로 조립되어짐으로서 본체의 소형화에 유리하며, 본체의 단순한 구조를 구현하였다. 조립업자의 입장에서 본 
발명의 보드 어셈블리는 대량생산에 적합하고, 조립성 향상이나 품질 신뢰성을 구현하게 되었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사시도로써,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
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데이터 입력수단이 터치 펜(도면에 도시되지 않음)이고, 이러한 터치 펜의 입력동작
에 따른 데이터 출력수단은 본체에 장착된 터치 패널(22)이다. 본 발명에서 데이터 입력수단과 출력수단이외에는 동일
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설명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 출력수단으로 터치 패널(22)인 경우에 데이터 입력수단으로 터치 펜으로 한정하였으나, 터치 펜
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 터피 펜과 동일한 형상을 가진 기구나 손가락으로 터치 패널상에 데이터 입
력이 가능하다. 더욱이 음성인식장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키 입력장치는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독터스위치를 내장한 슬라이딩 키 입력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슬라이딩 키 입력장치는 방수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14는 슬라이딩 
키 어셈블리를 도시한 부분 분리사시도이며, 도 15는 상부 케이싱 프레임상에 형성된 장방형 리브를 도시한 부분사시도
이다.

    
도 13 내지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슬라이딩 키 어셈블리(10)는 본체의 하부 케이싱 프레임(120)에 고정되는 인
쇄회로기판(11)과, 상기 인쇄회로기판상에 고정되는 좌우로 유동가능한 독터스위치(13)를 구비한 슬라이딩 키(12)와, 
상기 슬라이딩 키(12)의 상부면을 덮도록 형성되는 방수수단과, 상기 방수수단의 상측에서 상기 슬라이딩 키(12)의 
독터스위치(13)를 유동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키 버튼(15) 및 상기 슬라이딩 키 버튼(15)의 상부면 일부가 돌출될 수 
있도록 상기 하부 케이스 프레임(120)과 결합되는 상부케이스 프레임(110)으로 구성된다.
    

상기 본체의 인쇄회로기판(11)상에 고정되는 슬라이딩 키(15)에는 좌우로 만곡지도록 유동가능하게 공지의 독터스위
치(13)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방수수단으로는 슬라이드 키 젤(Sliding Key Gel)(14), 유연성 러버(Flexible Rubber)등을 사용할 수 있다. 상
기 슬라이드 키 젤(14)이나 유연성 러버등은 상기 슬라이딩 키(12)의 전면을 덮도록 설치된다. 따라서, 상기 슬라이드 
키 젤(14)의 적소에는 상기 독터스위치(13)가 안착될 수 있는 안착부를 구비한 돌출부(14a)가 상측으로 돌출될 수 있
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슬라이드 키 젤(14)의 상측면상에 설치되는 슬라이딩 키 버튼(15)은 상기 돌출부(14a)의 하측면상에 안착
된 독터스위치(13)를 유동시키기 위하여 하측면상에 안착부(15a)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측면 중앙에는 사용자가 조작
하기 용이하도록 소정의 손잡이(15b)가 돌출되어 있다.

또한, 상기 상부 케이스 프레임(110)의 하측면상에는 하부 케이스 프레임(120)과 결합되었을때, 상기 슬라이드 키 젤
(14)의 외부면을 가압하여 방수기능을 하기 위한 장방형의 리브(110a)가 하측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슬라이딩 키 어셈블리(10)를 조립하게 되면, 상기 하부 케이스 프레임(120)상에 고정된 인쇄회
로기판(11)상에 일정한 패턴으로 형성된 독터스위치(13)를 구비한 슬라이딩 키(12)가 고정되며, 그 상측상에는 슬라
이드 키 젤(14)이 덮혀진다. 이때, 상기 슬라이드 키 젤(14)의 돌출부(14a)의 하측면상에 형성된 안착부상에 상기 독
터스위치(13)가 안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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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상기 슬라이딩 키 버튼(15)이 상기 슬라이드 키 젤(14)의 상측면상에 장착된다. 이때, 상기 슬라이딩 키 버튼(
15)의 하측상에 형성된 안착부(15a)상에 상기 슬라이드 키 젤(14)의 돌출부(14a)가 안착된다. 따라서, 상기 손잡이
(15b)를 좌우로 유동시키게 되면, 상기 슬라이드 키 젤(14)의 돌출부(14a)와 독터스위치(13)가 함께 유동하게 된다.

    
그후, 상기 슬라이딩 키 버튼(15)의 상측에는 상부 케이스 프레임(110)이 장착된다. 이때, 상기 상부케이스 프레임(1
10)상에 상기 슬라이딩 키 버튼(15)의 손잡이(15b)가 조작하기 편리하도록 일부 돌출되게 설치된다. 또한, 상기 상부 
케이스 프레임(110)의 하측면상에 형성된 장방형의 리브(110a)는 하부 케이스 프레임과 조립하게 되면, 상기 슬라이
드 키 젤(14)의 상측면을 일정 가압력으로 가압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상부 케이스 프레임(110)의 슬라이딩 키 버튼
(15)의 손잡이(15b)가 돌출된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더라도 상기 리브(110a)에 의해서 방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3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키 어셈블리를 도시한 측단면도이고, 도 17은 슬라이딩 키 버
튼이 일측으로 유동된 상태를 도시한 측단면도로써, 상기 슬라이딩 키 버튼(15)을 일측으로 조작하게 되면, 독터스위
치(13) 및 상기 독터스위치와 슬라이딩 키 버튼(15) 사이에 개제되어 있는 슬라이드 키 젤(14)의 돌출부(14a)가 함
께 유동되는 상태가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함을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있어 자명한 사실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여러 휴대용 무선단말기중 손목에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고, 낙하의 위험이 방지되고, 소형화에 대단히 유리하며, 수직방향으로 배터리 팩을 본체에
서 착탈가능하게 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접속구조가 구현되며, 또한 방수가 되어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있어서,

상하부 케이싱 프레임을 포함하는 본체와;

상기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고, 배터리 팩 장착시에 상기 배터리 팩을 잡아주기 위하여 상기 하부 케이싱 프레임에 일체
형으로 구비된 홀딩수단과;

상기 배터리 팩을 본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하는 로킹수단과;

상기 본체와 배터리 팩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수단 및;

상기 본체에 연결되어 손목에 착용하게 하는 밴드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2.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과, 상기 입력된 데이터가 출력되어 각종 표시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엘씨디부와, 수신기
와 송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안테나 장치와, 스피커 장치 및 마이크장치를 포함하는 상, 하부 케이싱 프레임으로 구
성된 본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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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터리 팩 장착시에 상기 배터리 팩이 놓이는 안착공간을 가지며, 상기 안착공간
에 놓인 배터리 팩을 잡아주기 위하여 상기 하부 케이싱 프레임에 일체형으로 형성된 홀딩 수단과;

상기 배터리 팩을 본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하는 로킹수단과;

상기 본체와 배터리 팩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수단 및;

상기 본체에 연결되어 손목에 착용가능하게 하는 밴드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수단은,

상기 본체의 하부 케이싱 프레임의 소정 위치에 직립되게 설치되어 알에프 보드 어셈블리와 접점구조로 연결되는 제1
접속수단과;

상기 제1접속수단이 억지끼움으로 조립되며, 상기 제1접속수단이 감싸게 설치되므로써 방수기능을 갖는 제1고정수단
과;

상기 제1접속수단과 대응하는 상기 배터리 팩의 소정위치에 직립되게 설치되며, 상기 제1접속수단과 접점구조로 연결
되는 제2접속수단과;

상기 제2접속수단이 억지끼움으로 조립되며 방수기능을 갖는 제2고정수단 및;

상기 제2접속수단과 배터리 팩의 배터리 셀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성인쇄회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
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접속수단은 통전성을 구비한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임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는 한 개의 통전성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구속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통전성 접
속단자와, 양단이 상기 접속단자와 긴밀하게 접촉된 상태를 항시 유지하는 통전성 코일 스프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접속수단은 배터리 콘택터와, 상기 배터리 콘택터와 접점구조로 연결된 배터리 콘택터 테일로 구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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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콘택터는 제1접속수단과 접촉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리세스가 추가적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고정수단은 고정 리브임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은 적어도 한 개이상의 키나 음성인식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
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은 방수수단을 구비한 슬라이딩 키 입력장치임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딩 키 입력장치는,

알에프보드인 인쇄회로기판상에 설치되는 독터스위치를 구비한 슬라이딩 키와;

상기 슬라이딩 키의 독터스위치상에 설치되는 손잡이를 구비한 슬라이딩 키 버튼과;

상기 슬라이딩 키와 슬라이딩 키 버튼 사이에 개제되는 방수수단 및;

상기 하부 케이싱 프레임의 하측상에 돌출 형성되어 상기 방수수단을 가압하는 장방형의 리브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
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수수단으로는 슬라이드 키 젤 또는 유연성 러버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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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드 키 젤은 상기 슬라이딩 키 버튼과 슬라이딩 키의 독터스위치와 함께 유동되도록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홀딩수단은

상기 하부 케이싱에 마려된 안착공간과;

상기 안착공간에 구비된 홀딩부와;

상기 홀딩부에 구비된 리세스 및;

배터리 팩 장착시에 상기 리세스에 삽입되도록 상기 배터리 팩에 구비된 돌기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5.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과;

상기 데이터 수단의 입력에 따른 데이터가 출력되어 각종 표시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터치 패널과, 수신기와 송신기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안테나 장치와, 스피커 장치 및 마이크장치를 포함하는 상, 하부 케이싱 프레임으로 구성된 본체와
;

상기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터리 팩 장착시에 상기 배터리 팩이 놓이는 안착공간을 가지며, 상기 안착공간
에 놓인 배터리 팩을 잡아주기 위하여 상기 하부 케이싱 프레임에 일체형으로 형성된 홀딩 수단과;

상기 배터리 팩을 본체에서 수직방향으로 착탈가능하게 하는 로킹수단과;

상기 본체와 배터리 팩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접속수단 및;

상기 본체에 연결되어 손목에 착용가능하게 하는 밴드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은 터치 펜이거나 상기 본체에 구비된 음성인식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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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홀딩수단은,

상기 하부 케이싱에 마려된 안착공간과;

상기 안착공간에 구비된 홀딩부와;

상기 홀딩부에 구비된 리세스 및;

배터리 팩 장착시에 상기 리세스에 삽이되도록 상기 배터리 팩에 구비된 돌기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수단은,

상기 본체의 하부 케이싱 프레임의 소정 위치에 직립되게 설치되어 알에프 보드 어셈블리와 접점구조로 연결되는 제1
접속수단과;

상기 제1접속수단이 억지끼움으로 조립되며, 상기 제1접속수단이 감싸게 설치되므로써 방수기능을 갖는 제1고정수단
과;

상기 제1접속수단과 대응하는 상기 배터리 팩의 소정위치에 직립되게 설치되며, 상기 제1접속수단과 접점구조로 연결
되는 제2접속수단과;

상기 제2접속수단이 억지끼움으로 조립되며 방수기능을 갖는 제2고정수단 및;

상기 제2접속수단과 배터리 팩의 배터리 셀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성인쇄회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
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접속수단은 통전성을 구비한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임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콘택트 스프링 어셈블리는 한 개의 통전성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구속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통전성 접
속단자와, 양단이 상기 접속단자와 긴밀하게 접촉된 상태를 항시 유지하는 통전성 코일 스프링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접속수단은 배터리 콘택터와, 상기 배터리 콘택터와 접점구조로 연결된 배터리 콘택터 테일로 구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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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콘택터는 제1접속수단과 접촉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리세스가 추가적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청구항 23.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고정수단은 고정 리브임을 특징으로 하는 와치 타입 휴대용 무선단말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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