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17827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H04N 7/1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2월05일

10-0417827

2004년01월27일

(21) 출원번호 10-1999-0027561 (65) 공개번호 10-2001-0009278

(22) 출원일자 1999년07월08일 (43) 공개일자 2001년02월05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강재순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5동43-4다솜금호아파트308호

박준원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소곡리45

(74) 대리인 홍성철

심사관 : 변형철

(54)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

요약

본 발명은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LCD모니터, 조작버튼, 수화

기, 안테나, 마이크, 플립커버를 구비하고 있고, 영상전화기본체와 영상카메라모듈의 조립시 영상카메라모듈의 가이

드레일을 따라 삽입되도록 영상전화기본체의 좌우측면에 돌기되어 있는 가이드돌기와; 영상카메라모듈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연결용 컨넥터인 암연결 컨넥터를 구비함으로써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영상

카메라모듈을 장착하여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영상전화기본체와, 카메라렌즈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영상전화기본

체의 가이드돌기가 삽입시 슬라이딩되도록 하여 영상카메라모듈이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의 정위치에 결합되도록 영

상카메라모듈의 양쪽 내측벽면에 설치된 가이드레일과; 영상카메라모듈을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장착시 암연결 컨

넥터와 연결되는 수연결 컨넥터와; 상기 카메라렌즈를 버티어주고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몸통인 렌

즈경통과; 상기 카메라렌즈 및 렌즈경통이 연하여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렌즈경통과 결합된 부위의 반대편에 상기 수

연결 컨넥터가 설치되도록 한 이미지센서보드와; 영상카메라모듈의 배면에 설치되어 일지점을 기준으로 영상카메라

모듈이 회전동작을 취할 수 있게 한 플립스탠드를 구비하고 있어서,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여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

상카메라모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 카메라 고정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예시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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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종래 카메라 고정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정면도와 측면도이며,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정면도와 측면도이며,

도4는 도3에서 영상카메라모듈의 사시도이고,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정면도와 사시도이며,

도6은 도5에서 영상카메라모듈과 영상전화기본체가 조립된 후의 정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40 : 영상전화기본체 11 : LCD모니터 12 : 조작버튼

13 : 수화기 14 : 안테나 15 : 마이크

16 : 플립커버 17 : 가이드돌기 18 : 암연결 컨넥터

20, 50 : 영상카메라모듈 21 : 가이드레일 22, 51 : 카메라렌즈

23 : 수연결 컨넥터 24 : 렌즈경통 25 : 이미지센서보드

26 : 플립스탠드 30 : 데스크면 41, 53 : 연결부

52 : 잠금레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영상전화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영상이미지를 캡쳐하는 영상카메라모듈을 영상전화기본체로부터 

분리하여 전화기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한 연결장치를 통해 본체와 착탈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상전화기의 소형화설

계에 따른 휴대성향상을 도모하고 필요시에만 카메라모듈을 부착하여 영상통화를 실현하기에 적당하도록 한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영상전화기는 전화기를 이동하고 다니면서 영상신호를 송수신하여 영상통화를 실현하는 이동단

말기이다.

도1은 종래 카메라 고정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예시도이다.

그래서 종래에 출시된 NTT Docomo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단말기, SIEMENS U

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보편 이동통신 시스템) 단말기, Mitsubisch UMTS 단말기, K

yocera PHS(Personal Handy Phone System) 단말기, AV Tel. Canada 단말기와 같은 선진업체들의 휴대용 영상전

화기는 모두 고정방식에 의해 카메라렌즈를 영상전화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기종은 1방향 회전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2는 이러한 종래 카메라 고정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정면도와 측면도이다.

여기서 참조번호 1은 영상전화기의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이는 도면상에 도시하지 않았음)

에서 처리된 내용을 디스플레이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 표시 장치)모니터이고, 2는 사용자가 상기 

영상전화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버튼이며, 3은 상기 CPU의 제어에 따라 전기적 에너지를 음향에너지로 변

환하여 출력하는 수화기이고, 4는 상기 영상전화기의 영상통화시 공간을 통하여 전자파를 방사 또는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이다.

그리고 참조번호 5는 음향에너지인 음압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마이크이고, 6은 영상전화기를 보호하고 통화시 

플립을 열고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플립커버이며, 7은 이미지를 촬상하여 영상전화기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카메라부이고, 8은 상기 카메라부(7)에 장착된 카메라렌즈이다.

이처럼 종래의 카메라 고정식 휴대용 영상전화기는 단말기 본체 상단부에 카메라 렌즈를 설치하고, 렌즈(8)의 촬상면

에 이미지센서를 장착하여, 여기에서 얻어진 영상신호를 상대 단말기와 송수신하여 영상통화를 수행하도록 동작하였

다.

그러나 종래의 영상전화기 상단에 카메라부(렌즈+이미지센서기판)를 설치한 장치는 단말기 자체의 크기가 카메라부

의 크기만큼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는 물론이고 크기가 커져 실질적인 휴대성이 상당히 저하되며, 외형도 

투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수화기와 인접하여 카메라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귀지, 땀, 이물질 등에 의한 렌즈의 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단점도 있었다.

더불어 카메라부가 단말기 상단이 돌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 의 해서도 영상단말기가 쉽게 손상될 수 있

는 위험성이 크고, 렌즈의 파손이나 고장시 전체를 교환하거나 수리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나아가 영상통화시 항상 한쪽 손에 단말기를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화시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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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영상이미지를 캡

쳐하는 영상카메라모듈을 영상전화기본체로부터 분리하여 전화기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한 연결장치를 통해 본체

와 착탈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상전화기의 소형화설계에 따른 휴대성향상을 도모하고 필요시에만 카메라모듈을 부착

하여 영상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는, 휴대용 영상전화기에 있어

서, LCD모니터, 조작버튼, 수화기, 안테나, 마이크, 플립커버를 구비하고 있고, 영상전화기본체와 영상카메라모듈의 

조립시 영상카메라모듈의 가이드레일을 따라 삽입되도록 영상전화기본체의 좌우측면에 돌기되어 있는 가이드돌기와

; 영상카메라모듈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연결용 컨넥터인 암연결 컨넥터를 구비함으로써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

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영상카메라모듈을 장착하여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영상전화기본체와; 카메라렌즈를 구비

하고 있고,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의 가이드돌기가 삽입시 슬라이딩되도록 하여 영상카메라모듈이 상기 영상전화기본

체의 정위치에 결합되도록 영상카메라모듈의 양쪽 내측벽면에 설치된 가이드레일과; 영상카메라모듈을 상기 영상전

화기본체에 장착시 암연결 컨넥터와 연결되는 수연결 컨넥터와; 상기 카메라렌즈를 버티어주고 밖으로부터 빛이 들

어오지 못하게 막는 몸통인 렌즈경통과; 상기 카메라렌즈 및 렌즈경통이 연하여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렌즈경통과 결

합된 부위의 반대편에 상기 수연결 컨넥터가 설치되도록 한 이미지센서보드와; 영상카메라모듈의 배면에 설치되어 

일지점을 기준으로 영상카메라모듈이 회전동작을 취할 수 있게 한 플립스탠드를 구비하고 있어서,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여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서 영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카메라모듈로 구성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상측에 위치하여 영상카메라모듈과 

결합되도록 하는 연결부를 구비하고 있어서,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영상카메라모듈을 

장착하여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영상전화기본체와; 카메라렌즈를 구비하고,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결합시 잠금이

되도록 하는 잠금레버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의 연결부와 조립시 연결되어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와 영상카메라모듈

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결부를 구비하고 있어서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여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카

메라모듈로 구성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이하, 상기와 같은 본 발명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기술적 사상에 따른 일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정면도와 측면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참조번호 10은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영상카메라모듈(20)을 장

착하여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상전화기본체이고, 11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의 CPU(이는 도면상에 도시

하지 않았음)에서 처리된 내용을 디스플레이하는 LCD모니터이며, 12는 사용자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버튼이고, 13은 상기 CPU의 제어에 따라 전기적 에너지를 음향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수

화기이며, 14는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의 영상통화시 공간을 통하여 전자파를 방사 또는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이

다.

그리고 참조번호 15는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내의 CPU의 제어에 따라 음향에너지인 음압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

는 마이크이고, 16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를 보호하고 통화시 플립을 열고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플립커버이

며, 17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와 상기 영상카메라모듈(20)의 조립시 상기 영상카메라모듈(20)의 가이드레일(22)

을 따라 삽입되도록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의 좌우측면에 돌기되어 있는 가이드돌기이고, 18은 상기 영상카메라모

듈(20)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연결용 컨넥터인 암연결 컨넥터이다.

또한 참조번호 20은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에 장착되어 이미

지를 촬상하여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카메라모듈이고, 21은 상기 영상전화

기본체(10)의 가이드돌기(17)가 삽입시 슬라이딩되도록 하여 상기 영상카메라모듈(20)이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

의 정위치에 결합되도록 상기 영상카메라모듈(20)의 양쪽 내측벽면에 설치된 가이드레일이며, 22는 상기 영상카메라

모듈(20)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는 카메라렌즈이고, 23은 상기 영상카메라모듈(20)을 상기 영상전화기본체(10

)에 장착시 암연결 컨넥터(18)와 연결되는 수연결 컨넥터이며, 24는 상기 카메라렌즈(22)를 버티어주고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몸통인 렌즈경통이고, 25는 상기 카메라렌즈(22) 및 렌즈경통(24)이 연하여 설치되도록 

하고 렌즈경통과 결합된 부위의 반대편에 상기 수연결 컨넥터(23)가 설치되도록 한 이미지센서보드이며, 26은 상기 

영상카메라모듈(20)의 배면에 설치되어 일지점을 기준으로 상기 영상카메라모듈(20)이 회전동작을 취할 수 있게 한 

플립스탠드이고, 30은 지면 또는 데스크면이다.

도4는 도3에서 이러한 영상카메라모듈의 사시도이다.

이처럼 영상카메라모듈(20)은 별도의 모듈로써 영상전화기본체(10)와 분리되어져 있고, 영상전화기본체(10)의 하단

부에 설치된 연결 컨넥터(18)(23)를 통해 영상카메라모듈(20)과 착탈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상카메라모듈(20)의 내부에는 중심부에 카메라렌즈(22) 및 경통(24)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렌즈경통(24)

의 말단에는 이미지센서기판(25)이 장착되어 있다. 또한 이 이미지센서기판(24)에는 영상전화기본체(10)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용 컨넥터인 수연결 컨넥터(23)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영상카메라모듈(20)의 좌우 측벽에는 영상전화

기본체(10)가 슬라이딩 착탈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레일(22)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상대편 단말기의 양

측면에는 가이드레일(22)을 따라 슬라이딩되도록 가이드돌기(17)가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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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상통화 시에 영상카메라모듈(20)을 영상전화기본체(10)에 삽입한 후, 전화기를 한쪽 손에 들고 통화하는 방

식 외에, 전화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이하여, 영상카메라모듈(20)의 배면에는 플립용 스탠드

(26)를 설치함으로써 지면(30)에 세워놓고 통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의 정면도와 사시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참조번호 40은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영상카메라모듈(50)을 장

착하여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상전화기본체이고, 41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40)의 상측에 위치하여 상기 영상

카메라모듈(50)과 결합되도록 하는 연결부이며, 50은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상기 영상

전화기본체(40)의 상측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여 상기 영상전화기본체(40)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

상카메라모듈이고, 51은 상기 영상카메라모듈(50)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는 카메라렌즈이며, 52는 상기 영상카

메라모듈(50)을 상기 영상전화기본체(40)에 결합시 잠금이 되도록 하는 잠금레버이고, 53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40

)의 연결부(41)와 조립시 연결되어 상 기 영상전화기본체(40)와 상기 영상카메라모듈(50)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연결부이다.

그래서 영상전화기본체(40)와 영상카메라모듈(50)간의 조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카메라모듈(50)을 잡는다. 그리고 영상전화기본체(40)에 위치해있는 연결부(41)에 영상카메라모듈(50)을 

위치시킨다.

그래서 도5에서 영상카메라모듈(50)을 "가"의 방향으로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영상전화기본체(40)의 연결부(41)와 

영상카메라모듈(50)의 연결부(53)가 결합되어 연결장치가 잠기게 된다.

도6은 이러한 영상카메라모듈과 영상전화기본체가 조립된 후의 모습을 보인 정면도이다.

또한 분해시에는 먼저 영상카메라모듈(50)의 잠금레버(52)를 누른다. 그 다음 영상전화기본체(40)에서 영상카메라모

듈(50)을 "나"의 방향으로 당기면 영상카메라모듈(50)이 영상전화기본체(40)에서 분리되게 된다.

여기서 대개의 통화형태는 음성통화가 대부분이며, 특히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에 이것이 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할 것

인지는 미리부터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단말기 자체에 영상카메라모듈을 내장시켜 그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

키게 되면 휴대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영상이미지를 캡쳐하는 영상카메라모듈을 영상전화기본체로부터 분리하여 전화기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한 연결장치를 통해 본체와의 착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를 적절히 변형하여 동일하게 응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상기 기재 내용은 하기 특허청

구범위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상전화기는 영상카메라모듈을 영상전화기본체

로부터 분리하여 전화기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한 연결장치를 통해 본체와 착탈가능하게 하여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 본체에 영상카메라 모듈을 장착시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종래의 일체형이 갖고 있는 카메라 렌즈의 오염, 손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렌즈 파손시 영상카메라모듈만

의 교체가 가능하여 서비스성이 우수하고, 휴대 단말기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게 된다.

더불어 본 발명의 영상카메라모듈의 배면에는 데스크위에 세워놓고 통화할 수 있도록 플립형의 스탠드를 갖추고 있

어 손에 들지 않고 자리에 않아 영상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동에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휴대용 영상전화기에 있어서,

LCD모니터, 조작버튼, 수화기, 안테나, 마이크, 플립커버를 구비하고 있고, 영상전화기본체와 영상카메라모듈의 조립

시 영상카메라모듈의 가이드레일을 따라 삽입되도록 영상전화기본체의 좌우측면에 돌기되어 있는 가이드돌기와; 영

상카메라모듈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연결용 컨넥터인 암연결 컨넥터를 구비함으로써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

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영상카메라모듈을 장착하여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영상전화기본체와;

카메라렌즈를 구비하고 있고,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의 가이드돌기가 삽입시 슬라이딩되도록 하여 영상카메라모듈이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의 정위치에 결합되도록 영상카메라모듈의 양쪽 내측벽면에 설치된 가이드레일과; 영상카메라

모듈을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장착시 암연결 컨넥터와 연결되는 수연결 컨넥터와; 상기 카메라렌즈를 버티어주고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몸통인 렌즈경통과; 상기 카메라렌즈 및 렌즈경통이 연하여 설치되도록 하고 

상기 렌즈경통과 결합된 부위의 반대편에 상기 수연결 컨넥터가 설치되도록 한 이미지센서보드와; 영상카메라모듈의

배면에 설치되어 일지점을 기준으로 영상카메라모듈이 회전동작을 취할 수 있게 한 플립스탠드를 구비하고 있어서,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여 상기 영상

전화기본체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카메라모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착탈식 휴대용 영

상전화기.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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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정정)상측에 위치하여 영상카메라모듈과 결합되도록 하는 연결부를 구비하고 있어서,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

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영상카메라모듈을 장착하여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영상전화기본체와;

카메라렌즈를 구비하고,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결합시 잠금이 되도록 하는 잠금레버와;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의 연

결부와 조립시 연결되어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와 영상카메라모듈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결부를 구비

하고 있어서 음성통화 수신도중 또는 통화발신 전에 필요에 따라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 장착되어 이미지를 촬상하

여 상기 영상전화기본체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상카메라모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착탈

식 휴대용 영상전화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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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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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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