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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용 전자 장치용 직접 장착식 파우치

(57) 요약

본 발명의 휴대용 전자 장치용 파우치는 휴대용 전자 장치에 고정된 개구부를 형성하는 외측 벽을 포함한다. 외측 벽은 전

자 장치를 파지하는 사용자의 손에 일치되는 둥글거나 또는 작은 면을 가진 표면을 포함한다. 압축식 스타일러스는 압축된

위치에 스타일러스를 고정하는 2개의 스톱들 사이의 휴대용 전자 장치에 고정될 수 있다. 전자 장치의 커버는 힌지 고정되

고, 밀폐 위치로 커버를 선택적으로 유지시키는 캐치를 포함한다. 전자 장치의 파워 스위치는 장치에 전력을 공급함과 동

시에 캐치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캐치에 인접하게 배치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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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휴대용 전자 장치로 고정시키기 위한 파우치에 있어서, 상기 파우치는

전자 장치의 외측 표면에 일치되는 하측 변부를 가진 외측 쉘과 외측 표면에 외측 쉘을 고정시키기 위한 패스너를 포함하

고, 외측 쉘과 외측 표면은 부피를 둘러싸고, 외측 쉘은 개구부를 형성하며 상기 개구부를 선택적으로 밀폐시키는 뚜껑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외측 쉘은 강성의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뚜껑은 외측 쉘에 힌지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외측 쉘은 디스플레이의 반대편에 위치된 휴대용 전자 장치의 후방 표면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파우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외측 쉘은 부분적으로 움켜진 손의 바닥에 끼워 맞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외측 쉘은 외측 표면에 수직한 평면에 2개의 모서리가 없는 코너(truncated corner)를 가진 직사각형

횡단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제 1 위치와 2 위치에서 휴대용 전자 장치에 고정된 접이식 스탠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파우치의 일

부분은 제 1 위치와 제 2 위치 사이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제 1 위치는 휴대용 전자 장치의 횡방향 변부에 인접하고, 제 2 위치는 휴대용 전자 장치의 바닥 변부에

인접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스탠드는 휴대용 전자 장치에 힌지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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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휴대용 전자 장치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는

스타일러스와 케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스타일러스는 서로 텔레스코픽 방식으로 고정된 제 1 및 제 2 샤프트 부재 및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이격되도록 가압시키는 편향 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케이스는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연결시키는 제 1 및 제 2 스톱을 각각 가지며, 상기 제 1 및 제 2 스톱은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

재의 길이의 합보다 작은 거리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제 1 샤프트 부재는 사용자의 손에 의해 고정되는 파지 부분과 터치스크린에 접촉하기 위한 선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샤프트는 원통형 부분을 포함하며, 편향 부재는 원통형 부분 내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청구항 13.

스타일러스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제 1 거리로 이격된 제 1 스톱과 제 2 스톱을 가지는 장치 케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이격되도록 가압시키는 편향 부재 및 서로 텔레스코픽 방식으로 고정된 제 1 샤

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포함하는 스타일러스를 제공하는 단계,

-제 1 거리보다 짧은 길이를 가진 형상으로 제 1 및 제 2 샤프트 부재를 가압시키는 단계 및

-제 1 스톱과 제 2 스톱 사이에 스타일러스를 배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러스를 보관하기 위

한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짧아진 형상으로 재차 가압시키는 단계와 제 1 스톱과 제 2 스

톱 사이로부터 스타일러스를 제거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러스를 보관하기 위한 방

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스톱은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각각 수용하기 위한 포켓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러스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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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제 1 샤프트 부재는 사용자의 손에 의해 고정되는 파지 부분과 터치스크린에 접촉하기 위한 선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러스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샤프트는 원통형 부분을 포함하며, 편향 부재는 원통형 부분 내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스타일러스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휴대용 전자 장치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전자 장치는

-케이스,

-케이스의 전방 측부에 장착된 그래픽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

-커버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변부에 인접한 탭을 가진 스크린 위에 선택적으로 위치될 수 있는 커버 및

-탭에 인접한 케이스로 고정되는 온/오프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커버는 상측 단부에 인접한 케이스로 힌지 고정되고, 온/오프 스위치는 캐치의 하부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커버는 투명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커버는 스크린의 활동 부분(active portion) 위에 위치된 하나 이상의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 활동 부분

은 휴대용 전자 장치의 컴퓨팅 기능(computing function)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터치에 민감한(touch-sensitive)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

청구항 22.

휴대용 전자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케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케이스의 전방 측부에 장착된 그래픽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스크린을 제공하는 단계,

-커버를 들어올리기 위해 연결 가능한 탭을 가지며 스크린 위로 선택적으로 위치될 수 있는 커버를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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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에 인접한 케이스로 고정된 온/오프 스위치를 제공하는 단계,

-손가락을 이용하여 온/오프 스위치를 누르는 단계 및

-온/오프 스위치로부터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동시에 탭을 상향으로 들어올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2004년 10월 25일 제출된 미국 특허출원 제 60/622,093호를 우선권 주장한다.

본 발명은 휴대용 전자 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이러한 장치를 위한 주변 장치 또는 부속물을 보관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휴대용 전자 장치의 개수가 증가되어져 왔다. PDA, MP3 플레이어, 핸드폰 및 이

와 유사한 장치들이 현대 사회에 출현하였다. 유닛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휴대용 전자 장치는 조작되어 지는 주변 장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MP3 플레이어는 헤드폰이 요구되며, 핸드폰은 핸즈 프리 헤드셋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PDA는

확장 모듈, 추가 메모리, 케이블, 충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요구된다. 상기의 장치들은 주변 장치들을 운반하기 위한

용이한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백 팩이나 지갑 내에 상기 주변 장치들을 용이하게 보관하고 주변 장치들을 보

관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용기를 가져야 하며, 상기 위치들은 주변 장치를 찾기에 용이하지 못하다.

따라서 휴대용 전자 장치와 함께 주변 장치를 보관하기 위한 단순하고 용이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휴대용 전자 장치에 고정하기 위한 파우치는 전자 장치의 외측 표면에 일치되는 하측 변부를 가진 외측 쉘을 포함한다. 외

측 쉘과 외측 표면은 휴대용 전자 장치의 주변 장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수용하기 위한 부피를 실질적으로 둘러싼다. 외측

쉘은 뚜껑으로 덮여질 수 있는 개구부가 형성된다. 패스너(fastner)는 휴대용 전자 장치의 외측 표면으로 외측 쉘을 고정시

킬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파우치는 휴대용 전자 장치로 힌지 고정된다.

한 실시예에서, 파우치는 휴대용 전자 장치와 파우치를 고정시키는 부분적으로 움켜진 손의 바닥에 끼워지기에 적합하다.

파우치는 외측 표면에 대해 수직한 평면 내에 2개의 모서리가 없는 코너를 가지는 직사각형 횡단면을 포함하는 외측 쉘을

가진다. 상기 외측 쉘은 외측 쉘을 사용자의 손에 적합하도록 형성된 둥근 형태 또는 작은 면들을 가진 형태(faceted

shape)를 가질 수 있다.

파우치는 제 1 및 제 2 지점에서 휴대용 전자 장치에 고정된 접이식 스탠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파우치는 제 1 지점와

제 2 지점 사이에 배치될 수 있으며, 스탠드를 케이스로부터 펼쳐진 위치로 이격되도록 자유롭게 스윙 가능한 형태를 가진

다.

스타일러스는 서로 텔레스코픽 방식으로 고정된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포함하며, 휴대용 전자 장치와 함

께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편향 부재는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서로 이격되도록 가압시킬 수 있다. 스타일

러스는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를 연결시키도록 배치된 제 1 스톱과 제 2 스톱 사이의 케이스로 고정될 수 있

다. 제 1 스톱과 제 2 스톱 사이의 거리는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의 길이의 합보다 작게 형성될 수 있다. 제 1

스톱과 제 2 스톱은 휴대용 전자 장치의 케이스 내에 형성된 요홈의 단부들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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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는 스크린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자 장치로 고정될 수 있다. 커버는 상측 변부 근처에서 휴대용 전자 장치로 힌

지 고정될 수 있다. 캐치는 커버의 변부를 휴대용 전자 장치의 케이스로 고정시킬 수 있다. 스위치는 상기 장치에 전력이

공급되고 동시에 캐치가 분리되도록 캐치의 근처에서 휴대용 전자 장치로 고정될 수 있다. 캐치가 분리됨으로써 스위치가

휴대용 전자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스위치와 캐치는 일체로 연결되거나 결합될 수 있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주변 장치를 보관하기 위하여 파우치를 휴대용 전자 장치로 고정시키는 신규한 수단을

제공한다.

실시예

도 1 및 도 2에 따라서, 파우치(pouch, 10)는 헤드폰, 마이크로폰, 배터리, 케이블, 어댑터 및 이와 유사한 것들과 같은 부

속물(accessory, 14)을 보관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제공하고 휴대용 전자 장치(12)에 고정될 수 있다. 파우치(10)는 전자

장치(12)를 캡슐화하기 위하여 케이스(16)로 직접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파우치(10)는 사용자의 손에 일치되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외측을 향하여 돌출된 벽(18)은 부속물(14)을 수용하는 부피를 형성하기 위하여 케이

스(16)로부터 이격되도록 연장된다. 벽(18)은 금속 및 강성의 플라스틱과 같은 강성의 재료, 고무 및 가요성 폴리머와 같은

다소 가요성을 가지는 재료 및 직물 또는 가죽과 같은 소프트 재료를 포함하는 다양한 재료 또는 상기 재료들의 조합물로

제조될 수 있다. 벽(18)은 장치를 파지하는 사용자의 컵을 쥐는 모양의 손에 용이하게 고정되는 둥근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대안으로 벽(18)은 대략 만곡된 표면과 같은 다각형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벽(18)은 사용자의 손에 용이하게 고정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모서리가 없는 변부(truncated edge), 코너 또는 이들 모

두를 가지는 3차원의 직사각형(cubic rectangular)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벽(18)은 모서리가 없는

코너를 가진 직사각형과 같은 형태로 종방향(20)에 대해 수직한 평면 내에 프로파일을 가진다. 횡방향(22)에 대해 수직한

평면 내에서 벽(18)의 프로파일은 사용자의 손에 보다 더 일치되는 모서리가 없는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 형태일 수 있

다. 그 외의 다른 평면의 형태가 사용자의 손에 적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뚜껑(lid, 24)은 이에 형성된 개구부(26) 근처에서 외측 벽(18)으로 고정될 수 있다. 뚜껑(24)은 사용자의 손에 일치되는 둥

글거나 또는 작은 평면을 가진 외측 표면(faceted outer surface)을 가질 수 있다. 뚜껑(24)은 개구부(26)의 변부에 힌지

고정될 수 있다. 캐치(catch, 28)는 밀폐 방향으로 뚜껑(24)에 수용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캐치(28)는 케이스(16)에 인

접한 파우치(10)에 고정된 후크(30)를 포함하며, 상기 후크는 뚜껑(24) 위에 형성된 요홈(32)으로 끼워 맞춤된다. 뚜껑

(24)의 외측 표면상의 탭(34) 또는 제 2 요홈(34)은 사용자가 뚜껑(24)을 열기 위하여 파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 3에 따라서, 파우치(10)는 케이스(16)로 탈착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후크형 탭(40a, 40b)은 파

우치(10)를 수용하기 위하여 슬롯(42a, 42b) 내에 배치된다. 몇몇 실시예에서, 탭(40a, 40b)은 파우치(10)의 내부 벽(44)

상에 형성된다. 대안으로 몇몇 실시예에서, 파우치(10)는 전자 장치(12)의 케이스(16)와 외측 벽(18)이 부피를 형성하도록

내부 벽(44) 없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탭(40a, 40b)은 외측 벽(18)의 하측 변부에 고정될 수 있다. 탭(40a,

40b)은 탄성 변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후크형 부분을 분리시키기 위해 탭(40a, 40b)을 변형시킴으로써 슬롯

(42a, 42b)으로부터 탭(40a, 40b)을 제거할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탭(40a, 40b)은 케이스(16) 상에 형성되는 반면

슬롯(42a, 42b)은 벽(44) 내에 형성된다. 파우치(10)를 케이스(16)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는 슬롯(42a) 내에 탭

(40a)을 위치시킬 수 있으며, 탭(40b)과 슬롯(42b)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케이스(16)를 향해 파우치(18)를 피벗 운동시킬

수 있다.

도 4A 내지 도 4C에 따라서, 파우치(10)는 도 1 내지 3에 도시된 케이스(16)의 뒷면과 케이스(16) 내의 다양한 위치로 고

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다양한 위치는 도 4B의 형상에서 상부 또는 바닥이거나 도 4C에 도시된 횡방향 측부일 수 있

다. 게다가 리드(24)의 다양한 형상이 고찰될 수 있다. 도 5A의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리드(24)는 생략될 수 있다. 물품들

은 마찰에 의해 파우치(10) 내에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벽(18) 또는 상기 벽들의 일부분은 물품들

이 벽(18)에 의해 가해진 복원력에 의해 수용되도록 탄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구부(26)는 압축 위치에서 탄성적으

로 수용될 수 있다. 도 5B의 실시예에서, 리드(26)는 개구부(26) 위로 고정되는 각진 표면의 일부분일 수 있으며, 상기 개

구부(26)는 3차원 직사각형의 외측 벽(18)의 모서리가 없는 코너에 위치된다. 도 5C의 실시예에서, 리드(24)는 외측 벽

(18)의 후방 표면의 일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외측 벽(18)의 나머지 부분은 파우치의 상부, 하부 및 측면 벽을 형성한다.

도 6A 내지 도 6D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파우치(10)는 케이스(16)로 힌지 고정된다. 개구부(26)는 케이스(16)에 인

접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파우치(10)는 도 6A에 도시된 개구부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케이스(16)로부터 이격되는 방향으

로 외측 벽(18)을 피벗 회전시킴으로써 제공된다. 힌지 고정된 파우치(10)의 회전축은 도 6B 및 도 6C에서의 전방 변부 또

공개특허 10-2007-0084539

- 6 -



는 후방 변부를 따라서 또는 도 6A에 도시된 케이스(16)의 횡방향 변부를 따라 배열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힌지 고

정된 파우치(10)의 회전축은 도 6D에 도시된 전방 또는 후방 수직 변부를 따라 배열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파우치(10)

는 전자 장치(12)의 스크린(52)을 위한 커버로써 제공될 수 있다.

파우치(10)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 케이스(16)로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크형 탭(40a, 40b)은 파우치(10)의 횡방향

측부에 고정될 수 있으며 도 7A에 도시된 케이스(16)의 횡방향 측부상에 형성된 후크(42a, 42b) 또는 슬롯(42a, 42b)과

연결될 수 있다. 대안으로 후크형 탭(40a, 42b)은 케이스(16)로 고정될 수 있으며, 도 7B에 도시된 실시예에서와 같이 파

우치(10) 상에 형성된 후크(42a, 42b) 또는 슬롯(42a, 42b)과 연결될 수 있다. 대안으로 나사형 포스트(60)는 파우치(10)

의 내부 벽(44)에 고정될 수 있으며, 대응하는 나사산 구멍(62)과 연결될 수 있다. 상기 포스트(60)는 전체 파우치(10)를

회전시킴으로써 구멍(62)으로 나사 고정될 수 있거나 또는 파우치 내의 구멍을 통해 연장되는 나사 또는 볼트일 수 있으

며, 스크류 드라이버, 렌치 또는 그 외의 공구가 포스트를 구멍(62)으로 나사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도 7D의 실시예에서, 접착성 부재(64a, 64b)는 내부 벽(44)과 케이스(16)로 각각 고정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접착성

부재(64a, 64b)들 중 한 부재는 강자성 재료인 반면 그 외의 다른 부재는 자석이다. 대안으로, 양 접착성 부재(64a, 64b)들

은 자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접착성 부재(64a, 64b)는 VELCRO 체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 외의 다

른 실시예에서, 접착성 부재(64a, 64b)는 접착테이프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단일의 접착성 부재(64a, 64b)가

사용될 수 있다.

도 7E 및 도 7F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스트랩(strap, 66)은 파우치(10)를 전자 장치(12)로 고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스트랩은 VELCRO, 버클, 스냅 또는 이와 유사한 체결 수단에 의해 인장 가능하다. 도 7E의 실시예에서, 다

수의 스트랩(66)이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스트랩(66)은 스크린(52)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52)

위에 그리고 스크린 하부에 배치될 수 있다. 도 7F의 실시예에서, 단일의 스트랩(66)이 사용되며, 상기 스트랩은 스크린들

을 가진 전자 장치(12)의 스크린(52)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 재료로 제조된 부분을 가질 수 있다.

도 7G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파우치(10)는 포스트(74)에 고정된 헤드(72)를 수용하기 위하여 구멍(70)과 슬롯(68)을

포함할 수 있다. 헤드(72)와 포스트(74)는 포스트(74)와 수멍(70) 내로 삽입될 수 있으며, 뒤 이어 슬롯(68)으로 슬라이드

되어 파우치(10)가 케이스(16)로 고정된다. 슬롯(68)은 슬롯(68)의 상부에서의 벌지(bulge) 또는 수축부(constriction)와

같은 멈춤 메커니즘(detent mechanism) 또는 마찰 피트에 의하여 슬롯(68) 내에서 포스트를 수용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

에서, 헤드(72)와 포스트(74)는 케이스(16) 상에 형성되며, 슬롯(68)과 구멍(70)은 파우치(10)내에 형성된다.

도 7H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파우치(10)는 케이스(16)의 측부에 고정되거나 이 위에 형성된 슬롯(72)을 연결시키는

레일(70)을 포함한다. 도 7J에 따라서, 슬롯(72)은 파우치(10)가 케이스(16)와 결합될 때 중앙 슬롯(74) 내에 위치되는 오

프셋(offset, 76)에 의해 케이스(16)로 고정된 레일(70)과 연결되고, 중앙 슬롯(74)의 한 측부상에서 파우치(10)로 고정될

수 있다. 멈춤 메커니즘, 마찰 피트, 래칫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이 슬롯(72) 내에 레일(70)을 보유시킬 수 있다.

도 7K에 따라서, 파우치(10)는 케이스(16)와 복합적으로 형성되거나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내부 벽

(44)뿐만 아니라 뚜껑(24)이 생략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외측 벽(18)은 도시된 바와 같이 3차원 직사각형의 형태

일 수 있으며, 또는 사용자에 손에 보다 적합하도록 둥글거나 작은 면을 가진(faceted)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도 8A 내지 도 8Y에 따라서, 스탠드(stand, 80)는 케이스(16)에 고정될 수 있으며 스크린(52) 상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방향으로 케이스(16)를 지지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 스탠드(80)는 그 외의 장치와 공조되는 동안 휴대용 디지털

보조기 또는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 카메라와 같은 휴대용 전자 장치(12)를 지지할 수 있다. 도 8A의 실시예에서, 강성의

와이어로 형성될 수 있는 프레임(frame, 82)은 케이스(16)의 후방 표면에 고정된 돌출된 부분(84)에 피벗 회전하도록 고

정된다. 대안으로 프레임(82)은 파우치(10)를 수용하기 위하여 케이스(16)의 횡방향 변부에 피벗 회전하도록 고정될 수 있

다. 프레임(82)은 케이스(16)에 대해 나란한 접혀진 위치(stowed position)로 케이스(16)를 향해 피벗 회전하도록 고정될

수 있으며, 표면상에서 케이스(16)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펼쳐진 위치(deployed position)로 케이스(16)로부터 이격되도

록 피벗 회전할 수 있다.

도 8B 및 도 8C의 실시예에서, 프레임(82)은 케이스(16)의 하측 전방 변부 근처에 피벗 회전 가능하도록 장착되고, 실선으

로 도시된 펼쳐진 위치와 케이스(16)의 전방 표면에 인접한 점선으로 도시된 접혀진 위치 사이에서 피벗회전 가능하고 프

레임(82)은 후방을 향하여 연장된다. 와이어는 각을 형성하는 위치로 스크린(52)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을 형성하는 형태

로 형성될 수 있다. 대안으로,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케이스(16)의 바닥 표면은 프레임(82)이 하부 표면에 대해 인접할

때 스크린(52)에 대해 각을 형성하도록 각을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케이스(16)를 통해 연장된 슬롯은 프레임

(82)이 일정 각도로 케이스(16)를 지지하도록 프레임(82)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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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D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프레임(82)은 케이스(16)의 바닥 표면과 상부 표면 사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종방향

으로 연장된 축에 대해 피벗 회전한다. 프레임은 각을 형성하는 위치에서 케이스(16)를 지지하기 위하여 모서리가 없는 코

너(truncated coner, 86) 또는 각을 형성하는 부분(86)을 포함할 수 있다. 프레임(82)의 종방향 부분(88)은 지지 표면에

대해 평행하게 위치된 종방향 축을 가진 케이스(16)를 지지할 수 있다. 도 8D에 도시된 위치에서와 같이 스톱은 지지 표면

에 대해 평행한 종방향 축을 가진 케이스(16)를 지지하고 케이스(16)에 대해 적당한 각도로 프레임(82)을 유지시키기 위하

여 프레임(82)과 연결될 수 있다.

도 8E 및 도 8F에 도시된 몇몇 실시예에서, 스탠드(80)는 케이스(16)의 바닥 표면에 피벗 회전하도록 고정된 하나 이상의

레그(90)를 포함할 수 있다. 레그(90)는 케이스(16)로부터 후방을 향하여 연장되는 펼쳐진 위치와 케이스(16)의 바닥 표면

을 따라 연장되는 접혀진 위치 사이에서 종방향으로 연장된 축에 대해 피벗 회전할 수 있다. 레그(90)들은 레그들이 바닥

표면에서 서로 포개진 상태로 위치될 수 있도록 다소 상이한 높이로 케이스(16)에 고정될 수 있다. 레그(90)들은 기울어진

배향으로 케이스(16)를 지지하도록 스크린에 대해 예각으로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레그(90)들이 스크린(52)에 대해 적당

한 각도로 후방을 향하여 연장되도록 스크린(52)에 대해 예각을 형성하는 바닥 표면에 고정될 수 있다.

도 8G 내지 도 8K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스탠드(80)는 기울어진 배향으로 케이스(16)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하측 변

부(96)를 제공하는 주변 길이(perimeter)를 가지는 재료의 판(94)으로 구성된다. 판은 상측 단부에 인접한 위치에서 도

8H에 도시된 케이스(16)의 횡방향 변부로 힌지 고정될 수 있으며, 도 8G에 도시된 케이스(16)에 고정된 돌출된 부분(84)

으로 힌지 고정될 수 있다. 도 8G의 판(92)은 하나 이상의 각을 형성하는 변부가 실질적으로 수직 및 수평 위치에서 스탠

드의 지지를 돕기 위하여 삼각형 또는 케이스에 힌지 연결된 기저부를 가진 사다리꼴의 형태일 수 있다. 도 8G의 판(92)은

종방향 또는 수평 축 중 한 축을 따라 힌지식으로 이동될 수 있다. 또한 판(92)은 실질적으로 수직 및 종방향 배향으로 케이

스(16)를 지지하기 위하여 종방향 섹션(88)과 각을 형성하는 변부(86)가 제공될 수 있으며, 도 8K의 실시예에서 케이스의

상부 및 바닥 표면에 힌지 고정될 수 있다. 판(92)의 일부분은 중량 및 제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거될 수 있다. 도

8H 및 도 8K의 실시예는 케이스(16)가 각을 형성하는 위치에서 판(92)과 함께 변부(102)상에 배치될 수 있도록 판(92)으

로부터 판(92)의 변부로부터 오프셋 구성된 지점(100)까지 연장된 귀 모양의 부분(ear, 98)에 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실

시예에서, 판(92)은 점선으로 도시된 케이스(16)에 인접하게 부착된 상태로 유지된다.

도 8L 내지 도 8Q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스탠드(80)는 케이스(16)에 고정된 리시버(receiver, 106)와 연결되도록 크

기가 형성된 탈착식 부재로 구성될 수 있다. 도 8L의 실시예에서, 리시버는 케이스(16)의 하부 표면 근처에 형성된 수평 구

멍(108)이며, 탈착식 부재(104)는 상기 구멍 내에 끼워 맞춤되기에 적합한 크기의 혀 모양의 부분(tongue, 112)을 가진 판

(110)이다. 대안으로 혀 모양의 부분(112)과 판(110)과 유사한 주변 길이를 가지는 와이어 부재(114)가 사용될 수 있다.

판 또는 와이어 부재(114)는 기울어진 케이스(16)가 판(110) 또는 와이어 부재(114)에 대해 구멍(108)의 상측 변부를 구

동시키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구멍(108) 내에 수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 멈춤 메커니즘은 판(110) 또는 와이어 부재(114)

를 구멍(108) 내에 고정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멍(108) 내에 형성된 돌출된 부재는 와이어 부재(114)의 내부 표면 또

는 판(110) 내에 형성된 요홈과 연결될 수 있다. 대안으로 구멍(108) 내에 형성된 요홈은 와이어 부재(114) 또는 판(110)

위의 돌출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

도 8M의 실시예에서, 혀 모양의 부분(112)은 판(110)의 받침대(rest)에 대해 각을 형성한다. 구멍(108)은 케이스(16)의

후방에 평행하게 연장될 수 있거나 또는 각을 형성하여 케이스(16)로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구멍(108)은 판

(110)이 보관을 위하여 케이스(16)의 바닥 위로 연장되는 혀 모양의 부분(112)을 가진 구멍 내에 삽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깊게 형성된다. 구멍(108)은 외측을 향하여 연장된 판(110)을 수용하기 위한 노치(113)를 가지며 케이스(16)의 바닥 표면

을 통해 연장될 수 있다.

도 8N 및 8PN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탈착식 부재(104)는 케이스(16) 내에 형성된 슬롯(116)을 연결하는 판(94)으로

써 구성될 수 있다. 판(94)은 케이스(16)를 지지하기 위하여 케이스(16)의 일부분을 붙잡도록 형성된 대응 슬롯(118)을 가

질 수 있다. 판(94)은 전자 장치(12)의 중량에 의해 슬롯(116) 내에 고정될 수 있다. 스탠드(80)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대

안으로 멈춤 메커니즘은 판(94)을 슬롯(116) 내에 고정시킬 수 있다. 슬롯(116)은 도 8Q에 도시된 수평 방향 또는 도 8N

및 도 8P에 도시된 케이스(16)를 따라 수직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도 8R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탈착식 부재(104)는 포스트(120)를 수용하도록 크기가 형성된 구멍(122)으로 삽입될

수 있는 포스트(120)일 수 있다. 스탠드(80)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포스트(120)는 마찰, 중력 또는 멈춤 메커니즘에 의해

고정될 수 있다. 도 8T의 실시예에서, 탈착식 부재(104)는 다수의 구멍(122)으로 삽입되는 2개 이상의 포스트(122)를 가

진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탈착식 부재(104)는 일체로 형성되거나 고정된 포스트(122)를 가진 판(126) 또는 U 형 와이어

(124)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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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U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스탠드(80)는 수직 또는 수평 위치에서 휴대용 전자 장치(12)를 지지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은 휴대용 전자 장치(12)가 수직 위치와 수평 위치에 배치되는 동안 파우치(10)를 이용하는데 추가적

으로 도움이 된다. 스탠드(80)는 동일 직선상으로 연장되는 단부 부분(136a, 136b)을 가지며, 선단(apex, 134)에 결합된

수평 지지 섹션(132)과 수직 지지 섹션(130)을 가진 와이어(128)로 구성될 수 있다.

단부(136a, 136b)는 종방향 또는 수평 축에 대해 45도 정도의 예각으로 동선상에서 방향 설정된 라인을 각각 가지는 바닥

및 횡방향 측면에 인접한 후방 표면으로 고정될 수 있으며 또는 케이스(16)의 바닥 및 횡방향 측부에 인접한 지점에 고정

될 수 있다. 스탠드(80)는 스탠드(80)가 케이스(16)에 인접하게 위치되는 펼쳐진 위치와 스탠드(80)가 케이스(16)로부터

후방을 향하여 연장되는 펼쳐진 위치 사이에서 단부(136a, 136b)에 대해 피벗 회전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파우치(10)

는 둥글거나 작은 면들을 가지는 외측 쉘(18)이 파우치(10) 내의 상대적으로 큰 캡슐화된 부피를 위해 제공될 수 있지만 접

혀진 방향과 펼쳐진 방향 사이에 스탠드(80)의 피벗 운동과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도 8U의 스탠드(80)에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도 8V에 따르는 몇몇 실시예에서, 단부(136a, 136b), 수직 지지 섹션(130) 및 수평 지지 섹션은 판(138)의 일부분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단부(136a, 136b)는 판(138)이 케이스(16)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단부(136a, 136b)에 대해 자유롭게 피

벗 회전하도록 케이스(16)를 수용하는 컷어웨이 부분(cutaway portion, 140)으로 연장될 수 있다.

도 8W에 따라서, 스탠드(80)는 케이스(16)에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는 회전 부재(142)로 힌지 고정될 수 있다. 회전 부재

로 인해 스탠드(80)는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휴대용 전자 장치(12)를 지지할 수 있으며 상기 방향들로부터 180도 회전될

수 있다. 스탠드(80)가 회전 부재(142)로 힌지 고정됨에 따라 스탠드(80)는 보관을 위해 케이스(16)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스탠드(80)는 힌지식 운동이 유대용 전자 장치(12)를 위한 적당한 지지부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예각으로 제한되도

록 회전 부재(142)에 고정될 수 있다. 회전 부재(142)는 리벳 또는 케이스(16)에 고정되거나 케이스 내에 형성된 원형 구

멍에 장착된 포스트와 같은 원형 부재로 구성될 수 있다.

도 8Z에 따라서, 케이스(16)는 스탠드(80) 내에 형성된 슬롯(144)과 연결된다. 도 8Y의 실시예에서, 대안으로 레일(142)

은 스탠드(80)에 고정될 수 있으며, 슬롯(144)은 케이스(16)에 고정될 수 있다. 스톱(146)으로 인해 레일이 슬롯(144) 내

에 완전히 삽입될 때 스탠드(80)는 상부를 향하는 미끄러짐이 방지될 수 있다.

도 9 및 도 10에 따라서, 터치스크린을 가지는 개인휴대단말기(PDA)로 구성된 휴대용 전자 장치(12)는 케이스(16)로 고

정될 수 있는 스타일러스(150)를 가지는 장점을 가진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스타일러스(150)는 서로 텔레스코픽 방

식으로 고정된 제 1 샤프트 부재(152)와 제 2 샤프트 부재(154)를 포함한다. 편향 부재(156)는 제 1 샤프트 부재와 제 2

샤프트 부재 내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이들을 서로 이격되도록 가압시킨다. 편향 부재(156)는 압축 스프링 또는 그 외의 다른

탄성 구조물로 구성될 수 있다. 캐치(158a, 158b)들은 제 1 샤프트 부재(152)와 제 2 샤프트 부재(154)에 고정될 수 있으

며, 편향 부재가 상기 제 1 샤프트 부재(152)와 제 2 샤프트 부재(154)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연결된다.

제 1 샤프트 부재(152)는 스타일러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파지되는 1차 부재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2 샤프트

부재(154)보다 큰 직경을 가지고, 이에 고정된 그립을 가질 수 있다. 팁(160)은 제 1 샤프트 부재(152)에 고정될 수 있으

며, 터치스크린(52)을 연결하기 위해 제 1 샤프트 부재와 함께 일체 구성될 수 있다. 캡(162)은 제 2 샤프트 부재(154)의

단부에 고정될 수 있으며, 편향 부재(156)를 압축시키기 위하여 제 1 샤프트 부재를 향해 제 2 샤프트 부재(154)가 가압되

도록 사용자에 의해 파지 가능한 귀 모양의 부분(164)을 포함할 수 있다.

케이스(16)는 제 1 및 제 2 샤프트 부재(152, 154)를 각각 연결시키도록 위치된 스톱(166a, 166b)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스톱(166a, 166b)은 요홈(170)의 한 단부에 형성된 포켓(168a, 168b)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는 편향 부

재(156)가 스톱(166a, 166b)에 대해 제 1 샤프트 부재(152)와 제 2 샤프트 부재(154)를 가압하는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

하여 스톱(166a, 166b)들 사이에 스타일러스(150)를 배치시킴으로써 스타일러스(150)를 보관할 수 있다. 스톱(166a,

166b)들 사이에 스타일러스(150)를 배치시키는 사용자는 서로를 향해 제 1 및 제 2 샤프트 부재(152, 154)를 가압시킬 수

있으며, 스톱(166a, 166b)들 사이에 스타일러스(150)를 배치시킬 수 있고, 그 뒤 제 1 및 제 2 샤프트 부재(152, 154)들은

이격되어 스톱(166a, 166b)과 연결된다. 이는 제 1 스톱(166b)에 대해 팁(160)을 배치시키고 스타일러스(150)를 짧게 단

축시키기 위해 귀 모양의 부분(156)을 압축시키고 스톱(166a, 166b)들 사이에 스타일러스를 배치시키며 귀 모양의 부분

(164)을 분리시킴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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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및 도 12에 따라서, 커버(174)는 손상으로부터 손상 받기 쉬운 스크린(52)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크린(52) 위로 배치

될 수 있다. 커버(174)는 스크린(52)상에 디스플레이된 정보가 커버를 통해 가시될 수 있도록 투명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버(174)는 강성의 재료로 제조된다. 또한 커버(174)는 스크래치 방지 재료 또는 스크래치 방지 코팅되거나

처리된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탭(178)은 커버(174)에 고정될 수 있으며, 커버(174)를 스크린(52)으로부터 이격되도록

가압시킴으로써 사용자에 의해 파지될 수 있다.

파워 스위치(180)는 사용자가 커버(174)를 개방함과 동시에 휴대용 전자 장치(12)를 켤 수 있도록(switch on) 탭(178)에

인접하게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손끝으로 파워 스위치(180)를 누를 수 있으며, 그 뒤 손끝이 스위치(180)로

부터 떼는 동안 탭(178)을 들어올릴 수 있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파워 스위치(180)는 커버(174)가 스크린(52)을 덮는 밀폐 위치로부터 스크린(52)을 노출시키는 개방

위치로 스윙할 때 커버(174)의 이동 경로 내에 위치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커버(174)는 커버(174)가 개방될 때 휴대용

전자 장치(12)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스위치(180)와 연결될 수 있다. 커버(174)는 커버(174)가 밀폐되는 동안 사용자가

접촉식 스크린(52)의 일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형성된 다수의 구멍(182)을 가질 수 있다. 홀(182)은 빈번하게 사용되

는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스크린(52)의 일부분 위에 배치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케이스(174)에 고정된 캐치(183)는 후크, 탭 또는 커버(174)에 고정된 그 외의 다른 구조물과 같은 래칫

(184)을 고정시킨다. 몇몇 실시예에서, 캐치(183)는 커버(174)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손가락에 의해 래칫(184)

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캐치(183)는 캐치(183)를 분리시킴으로써 전자 장치(12)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스위

치(180)에 결합될 수 있다. 캐치(183)는 케이스(16)와의 연결로부터 래칫(184)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래칫(184)과 연결될

수 있으며, 케이스(16)으 일부분에 대해 래칫(184)의 고정을 허용하는 위치를 향해 시어(sear, 187)를 편향시키는 스프링

(185)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 상기 시어(187)는 후크, 탭 또는 케이스(16)로부터 래칫(184)을 분리시키는 이와 유사

한 구조물과 같은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캐치(183)는 사용자의 손가락과 연결되는 파지 가능한 부분(186)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커버(174)는 케이스(16)에 힌지 고정된다. 커버(174)는 케이스(16)에 직접적으로 힌지 고정될 수 있으

며, 또는 스페이서(spacer, 188)에 힌지 고정되고 차례로 상기 스페이서는 케이스(16)에 힌지 고정된다. 스페이서(188)는

스페이서(188)가 케이스(16)의 전방 표면에 인접하게 커버의 힌지식 변부를 위치시키고 케이스(16)의 전방 변부로부터 이

격된 케이스(16)에 힌지 고정되도록 케이스(16)의 두께의 일부분 또는 두께를 고정하는(span) 크기로 형성될 수 있다. 케

이스(16)의 전방 표면으로부터 이격된 스페이서(188)의 힌지 고정으로 인해 커버는 사용자가 사용 시 케이스(16)를 파지

하고 동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커버(174)를 보유하기 위하여 케이스(16) 후방의 위치로 회전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

에서, 스페이서(188)는 케이스(16)의 전방 및 후방 표면 위로 배치될 때 뚜껑(174)과 인접하도록 케이스(16)의 상부의 중

간 부분 근처에 장착된다.

뚜껑(174)은 커버(174)로부터 스페이서(188)까지 또는 케이스(16)에 힌지 고정된 지점까지 연장된 하나 이상의 스트립

(190)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스트립(190)은 강성 또는 가요성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스트립(190)은 스페이서

(188)의 위치에 고정되거나 또는 케이스(16)의 상부에 힌지 고정된 지점과 커버(174) 사이의 거리를 스패닝함으로써

(spanning) 커버(174)를 구성하는 재료의 양을 스크린(52)을 덮기 위해 필요한 양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스트립(190)은 사다리꼴 부재의 2개의 측부이다.

커버(174)는 탈착식 삽입물(detachable insert, 194)에 의해 케이스(16)로 고정될 수 있다. 삽입물(194)은 케이스(16)로

분리 가능하게 고정되고, 스페이서(188) 또는 커버(174)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삽입물(194)은 삽입물을 수용하도

록 크기가 형성된 베이(bay, 196)로 삽입될 수 있다. 래칭 시스템(198)으로 인해 사용자는 삽입물(194)을 제거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래칭 시스템(198)은 삽입물(194)을 분리시키거나 부착시키기 위하여 케이스(16)와 연결 해제되고 이로 이

동되는 후크, 탭 또는 그 외의 다른 부재를 구동시키는 하나 이상의 버튼(200)을 포함한다. 삽입물(194)은 삽입물(194)이

베이(196)와 연결될 때 베이(196)의 변부를 초과하여 연장되는 부분을 가지며 삽입된 부분(202) 위에 위치된 커버 판

(204)과 베이(196) 내에 끼워 맞춤되는 삽입된 부분(202)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3 및 도 14에 따라서, 베이(196)는 확장 모듈(206)을 수용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확장 모듈(206)은 핸드폰 모듈, 카메

라 모듈, 메모리 모듈, GPS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확장 모듈은 케이스(16)의 상부로부터 상부를 향

하여 연장된 상부에 장착된 부분(208)을 가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요구하는 팽창 모듈(206)은 케이스(16)의 후

방 표면을 따라 연장된 후방 부분(210)을 포함할 수 있다. 접촉 판(212)은 상부에 장착된 부분(208)으로부터 베이(196)까

지 하부를 향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확장 모듈(206)과 휴대용 전자 장치(12) 사이에서 데이터와 전력을 연통시키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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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부를 수용한다. 베이(196)는 접촉 판(212)을 수용하도록 크기가 형성된 소켓을 포함할 수 있다. 팽창 모듈(206)은 삽

입물(194)이 커버(174)를 케이스(16)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베이 내에 고정될 수 있다. 따라서 팽창 모듈(206)은 팽창

모듈(206)을 고정시키거나 분리시키기 위하여 베이(196)와 연결되지 않고 베이 내에서 이동가능한 부재, 탭 또는 후크를

포함할 수 있다. 팽창 모듈(206) 또는 케이스(16)는 케이스(16)로부터 팽창 모듈(206)을 분리시키기 위한 버튼(200) 또는

유사한 구동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핸드폰 모듈로 구성된 팽창 모듈(206)은 이어 피스(ear piece, 214)를 포함할 수 있다. 이어 피스(214)는 상부에 장착된

부분(208)의 표면에 대해 상승될 수 있다. 돌출된 이어 피스(214)로 인해 귀 모양의 부분에 대해 이어 피스(214)의 위치

설정이 용이해진다. 케이스(16)와 상부에 장착된 부분(208)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기 때문에 돌출된 이어 피스(214)는 특

히 유용하다.

핸드폰 모듈 또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218)를 포함하는 카메라와 일체 구성될 수 있다. 렌즈(218)와 셔터 및 빛 감지 부품

과 같은 카메라의 그 외의 다른 부품들은 회전식 부재(220)에 장착될 수 있다. 휴대용 전자 장치(12)와 팽창 모듈(206)이

선호되는 방향으로 향해진 렌즈(218)와 지지 표면상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식 부재(220)는 자동식 사진 촬영에 도

움이 된다. 카메라와 일체 구성되는 팽창 모듈(206)의 셔터 해제 버튼은 팽창 모듈(206)에 장착될 수 있다. 대안으로 휴대

용 전자 장치(12)의 터치스크린 또는 버튼은 셔터가 분리될 때(release) 팽창 모듈(206)과 연통되고 팽창 모듈(206)의 셔

터를 조절할 수 있다.

도 15에 따르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래칫(184)은 커버(174)의 단부 단부로 레그들 중 한 레그에 의해 고정된 U 형

부분(230) 상에 형성된다. 분리 탭(release tab, 232)은 U 형 부분(230)의 그 외의 다른 레그를 고정한다. 후크(234)는 U

형 부분(230)을 고정시키며, 케이스(16) 내에 형성된 숄더(236)로서 형성된 캐치(184)와 연결된다. 스위치(180)는 분리

탭(232)의 하부에 부분적으로 위치된 함몰부(depression, 238) 내에서와 같이 분리 탭(232) 근처에 배치된다. 후크(234)

가 커버(174)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숄더(236)로부터 분리되도록 U 형 부분(230)이 변형될 수 있다. 커버를 분리시키는 사

용자는 스위치(180)를 손가락으로 누름과 동시에 U 형 부분(230)을 변형시키기 위해 분리 탭(232)을 가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래칫(184)이 분리된다. 스위치(180)는 래칫(184)을 분리시키기 위한 손가락의 수명 움직임이 스위치(180)에서

하향 움직임으로 변화되도록 경사진 상부(240)를 가질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선호되는 실시예는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기술되고 도시되지만 다수의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와 사상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구현될 수 있다. 따라가 본 발명의 범위는 기술된 선호되는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대신에 본 발명은 청

구항에 따라 결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선호되고 대안의 실시예들은 하기 도면에 따라 상세히 기술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된 보관 파우치를 가지는 휴대용 전자 장치의 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된 보관 파우치를 가지는 휴대용 전자 장치의 상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파우치를 휴대용 전자 장치로 고정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A 내지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파우치 및 휴대용 전자 장치의 대안의 형상을 도시하는 투시도.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파우치를 위한 뚜껑과 개구부의 대안의 형상을 도시하는 투시도.

도 6A 내지 도 6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휴대용 전자 장치에 힌지 고정된 파우치의 투시도.

도 7A 내지 도 7K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파우치를 휴대용 전자 장치로 고정하기 위한 수단을 도시하는 투시도.

도 8A 내지 도 8Y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휴대용 전자 장치와 함께 사용되기에 적합한 다양한 스탠드를 도시하는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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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휴대용 전자 장치에 장착될 수 있는 스타일러스를 도시하는 투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스타일러스의 상단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커버를 가진 휴대용 전자 장치의 상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휴대용 전자 장치로부터 커버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휴대용 전자 장치로부터 분리된 핸드폰 및 카메라 기능과 일체 구성된 확장 모듈의 투

시도.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휴대용 전자 장치와 결합된 핸드폰 및 카메라 기능과 일체 구성된 팽창 모듈의 투시도.

도 15는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커버 분리를 도모하는 파워 스위치와 커버 랫치의 횡단면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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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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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a

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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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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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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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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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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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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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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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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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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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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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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