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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텔레비전 캐비닛에서 스피커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을감소시키기 위한 장치

요약

텔레비전 캐비닛(cabinet)안의 음향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개시된다. 구체적으로, 본 장치는 캐비닛으로부터 
전달되는 음향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반편 텔레비전 캐비닛으로 전달되는, 스피커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의 양을 감소시
킨다. 본 장치는 진동 감소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캐비닛안에 장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를 수용하기 위한 
엔클로저 포드부(enclosure pod)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스피커 장착 장치를 도시하는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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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진동 감소 장착 조인트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텔레비전 캐비닛 안에 장착된 도 1의 장치를 도시하는 전방 사시도.

도 4는 스피커 마스크를 갖는 텔레비전 캐비닛 안에 장착된 도 1의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스피커 장착 장치 102:텔레비전 캐비닛

104:엔클로저 포드부 106:장착 조인트

108:스피커 110:스피커 연결부(section)

112:스피커 마스크 114:감폭 부재

116:장착 포스트 118:고무 그로밋

120:플랜지 124:공기 채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캐비닛 안에 스피커를 장착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로부터 텔레비전 캐비닛 구조로 전달되는 음향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프로젝션(projection) 텔레비전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목제 캐비닛(wooden cabinet)안에 내장되고 고성능 스
피커를 수반한다. 보통 그런 무거운 목제 캐비닛은 고성능 스피커를 수용하기 위해 그 안에 형성된 단절 엔클로저부(i
solation enclosure)를 갖는다. 전형적인 프로젝션 텔레비전 광학 패키지 및 목제 캐비닛의 무거운 무게는 스피커와 
관련된 대부분의 진동 문제를 방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현재, 업계에서는 더 작은 텔레비전 캐비닛 크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더 큰 스크린 크기를 원하고 있
다. 기술의 개량은 가벼운 무게의 광학 패키지를 가능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더 큰 텔레비전 스크린을 생산하게 했다. 
더 작은 텔레비전 캐비닛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개량된 프로젝션 텔레비전 패키지가 " 다이렉트 뷰
(direct view)" 텔레비전 캐비닛으로 알려진 컴팩트하고, 양식화된 텔레비전 캐비닛에 장착되고 있다. 그런 다이렉트 
뷰 캐비닛은 전형적으로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부품을 이용하여 제조되며 무거운 목제 캐비닛보다 더 가볍고 미적으로 
보다 더 만족스럽다. 보다 무거운 목제 캐비닛으로부터 보다 가벼운 플라스틱 캐비닛으로 변화됨에 따른 바람직하지 못
한 결과는 스피커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텔레비전 캐비닛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런 진동은 프로젝션 텔레비전의 광
학적 구성요소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시청 상태(viewing condition)를 야기한다.
    

그래서, 당업계에 텔레비전 캐비닛에 스피커를 장착하기 위한, 진동-감소 스피커 장착 장치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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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종래 기술과 관련된 단점은 텔레비전 캐비닛에 장착된 광학적 구성요소를 갖는 텔레비전 캐비닛에서 적어도 하나의 스
피커에 의해 발생되는 음향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에 의해 극복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를 안에 장착하기 위한 엔클로저 포드부를 포함하는
데, 상기 포드부는 텔레비전 캐비닛안에 상기 포드부를 장착하기 위한 복수의 장착 조인트를 갖는다. 엔클로저 포드부
는 단지 복수의 장착 조인트에서 텔레비전 캐비닛에 접촉하여, 그것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공기 갭을 남긴다. 또한, 엔클
로저 포드부는 단지 진동 감폭 고무 단절 링(vibration damping rubber isolation rings)을 통해 텔레비전 캐비닛에 
접촉한다. 그와 같이 하여, 엔클로저 포드부와 텔레비전 캐비닛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고 그에 의해 스피커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텔레비전 캐비닛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가르침은 수반되는 도면와 관련하여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고찰함으로써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한, 도면에서 공통으로 표시된 동일한 요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동일한 참조번호가 사용되
었다.

< 실시예>

    
도 1은 스피커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텔레비전 캐비닛으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스피커 장착 장치(100)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컴팩트하고, 양식화된 텔레비전 캐비닛{이하 " 다이렉트 뷰" 텔레
비전 캐비닛이라 언급됨}과 관련되어 이하에서 설명되지만, 본 발명은 텔레비전 캐비닛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오디오 채널 당 하나의 중간영역 스피커와 하나의 트위터(tweeter)를 포함하는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수개의 스피커 구조를 수용할 수 있다.
    

    
장치(100)는 스피커(108)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텔레비전 캐비닛(102)으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텔레
비전 캐비닛(102)에 사용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텔레비전 캐비닛(102)은 프로젝션 텔레비전을 수용하는 다
이렉트 뷰 형태-인자 캐비닛(direct view form-factor cabinet)을 포함한다. 텔레비전 캐비닛(102)은 프로젝션 텔
레비전의 광학적, 전기적, 및/또는 기계적 구성요소와 같은 진동에 민감한 구성요소(도시되지 않음)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진동을 전달하기 쉬운, 예시적으로,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부품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그러한 진동에 민감한 구성
요소는, 만일 진동이 가해지면 텔레비전 화면이 흔들리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촛점이 맞지 않게 하는 반사경, 광원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1에 도시되듯이, 본 발명의 장치(100)는 스피커 연결부(speaker section)(110)와, 이 스피커 연결부(110)를 둘
러싸는 플랜지(120)와, (두 개가 도시되는) 복수의 장착 조인트(106)를 갖는 엔클로저 포드부(enclosure pod)(104)
를 포함한다. 스피커(108)는 엔클로저 포드부(104)의 스피커 연결부(110)에 장착된다. 엔클로저 포드부(104)는 스
피커(108) 뒤에서 발생되는 음향 에너지가 텔레비전 캐비닛(102)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 엔클로저 포드부(10
4)는 단지 복수의 장착 조인트(106) 각각에서만 캐비닛(102)에 접촉하여 그 사이에 실질적인 공기 갭(122)을 남기도
록 텔레비전 캐비닛(102)에 장착된다. 공기 갭(122)은 엔클로저 포드부(104)와 텔레비전 캐비닛(102) 사이의 유체
-구조 상호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진동 전달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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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캐비닛(102)은 엔클로저 포드부(104) 앞에서 캐비닛(102)에 장착되는 스피커 마스크(speaker mask)(11
2)를 포함한다. 감폭 부재(damping member)(114)는 엔클로저 포드부(104)의 플랜지(120)상에 장착되어 스피커 
마스크(112)와 엔클로저 포드부(104) 사이에 배치된다. 스피커 마스크(112)는 감폭 부재를 가압하여(press) 마스크
(112)안에 유도된 진동을 감폭시키고 음향 에너지를 텔레비전 캐비닛(102)으로부터 밖으로 인도하기 위한 공기 채널
(124)을 형성한다. 감폭 부재(114)는 스피커로부터 스피커 마스크(112)로 전달되는 진동을 감폭시키기 위해 적합한 
고무 벌브 채널 가스킷(rubber bulb channel gasket) 또는 유사한 유형의 탄성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스피커 마스크(112)는 진동을 전달하기 쉬운, 예시적으로 사출성형된 플라스틱 부품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마스크(1
12)는 마스크(112)를 텔레비전 캐비닛(102)에 장착하기 위한 (하나가 도시되는) 복수의 장착 포스트(116)를 포함한
다. 복수의 장착 포스트(116) 각각은 각각의 포스트(116)와 텔레비전 캐비닛(102) 사이에 배치되는 고무 그로밋(ru
bber grommet)(118) 또는 유사한 유형의 탄성 디바이스로 프레스된다. 그와 같이 하여, 고무 그로밋(118)은 스피커 
마스크(112)안에 유도된 진동이 텔레비전 캐비닛(102)안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 2는 복수의 장착 조인트(106) 중 하나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도면이다. 제1 고무 단절 링(206)은 엔클로저 포드부
(104)와 텔레비전 캐비닛(102) 사이에 배치되어 그 사이의 딱딱한 플라스틱 접촉을 방지한다. 엔클로저 포드부(104)
는 장착 나사(202) 또는 유사한 유형의 고정 디바이스를 통해 텔레비전 캐비닛에 장착된다. 제2 고무 단절 링(204)은 
장착 나사(202)의 헤드와 엔클로저 포드부(104) 사이에 배치된다. 엔클로저 포드부(104)는 단지 복수의 장착 조인트
(106) 각각에서만 그리고 제1 및 제2 고무 단절 링(206,204)을 통해서만 텔레비전 캐비닛(102)에 접촉한다. 그와 
같이 하여, 엔클로저 포드부(104)로부터 텔레비전 캐비닛(102)으로 진동의 직접적인 전달은 이에 의해 감소된다. 당
업자들은 임의의 탄성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제1 또는 제2 고무 단절 링(206,204) 중 어느 하나 또는 제1 및 제2 고무 
단절 링 모두에 대한 대안적 대용물을 쉽게 고안할 수 있다.
    

도 3은 텔레비전 캐비닛(102)에 장착된 본 발명의 스피커 장착 장치(100)의 전방 사시도를 도시한다. 엔클로저 포드
부(104)는 텔레비전 캐비닛(102)의 스피커 엔클로저 연결부(302)에 장착된다. 도 4는 스피커 마스크(112)를 갖는 
텔레비전 캐비닛(102)에 장착된 본 발명의 장치(100)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가르침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실시예가 여기서 상세하게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들은 역시 이러한 가
르침을 구체화하는 다른 많은 다양한 실시예를 쉽게 고안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로부터 텔레비전 캐비닛 구조로 전달되는 음향 진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텔레비전 캐비닛에 장착된 진동에 민감한 구성요소를 갖는 텔레비전 캐비닛에서,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로부터 텔레비전 
캐비닛으로의 음향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를 지지하기 위한 스피커 연결부(speaker section)와 복수의 장착 조인트(106)를 갖는 엔
클로저 포드부(enclosure pod)(104)와,

상기 복수의 장착 조인트 각각에서 상기 엔클로저 포드부를 상기 텔레비전 캐비닛에 장착하기 위한 진동 감소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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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엔클로저 포드부는 단지 상기 복수의 장착 조인트(106)를 통해서만 상기 텔레비전 캐비닛에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캐비닛으로서, 상기 진동 감소 수단은

상기 복수의 장착 조인트 각각과 상기 텔레비전 캐비닛 사이에 배치되는 제1 고무 단절 링(206)과,

상기 복수의 장착 조인트 각각과 상기 엔클로저 포드부 사이에 배치되는 제2 고무 단절 링(20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캐비닛.

청구항 3.

제 1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캐비닛으로서,

상기 엔클로저 포드부에 장착되고 상기 스피커 연결부를 둘러싸는 감폭 부재(damping member)(114)와,

마스크를 상기 텔레비전 캐비닛에 장착하기 위한 복수의 장착 포스트(mounting post)를 갖고, 상기 감폭 부재와 접촉
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음향 에너지를 상기 텔레비전 캐비닛으로부터 단절하기(isolate) 위한 
공기 채널을 형성하는 마스크(112)와,

상기 복수의 장착 포스트 각각에서 상기 마스크를 상기 텔레비전 캐비닛에 장착하기 위한 제2 진동 감소 수단(118)을

더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캐비닛.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감폭 부재는 고무 벌브 채널 가스킷(rubber bulb channel gaske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캐비닛.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진동 감소 수단은 상기 복수의 장착 포스트 각각과 상기 텔레비전 캐비닛 사이에 배치되는 
고무 그로밋(rubber grommet)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캐비닛.

청구항 6.

제 1항에 기재된 텔레비전 캐비닛으로서, 상기 진동에 민감한 구성요소는 광학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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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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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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