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19091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G06F 3/1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6월04일

10-0419091

2004년02월04일

(21) 출원번호 10-1996-0041161 (65) 공개번호 10-1998-0022102

(22) 출원일자 1996년09월20일 (43) 공개일자 1998년06월2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이창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 3동 416번지

(74) 대리인 최현석

유미특허법인

심사관 : 송인관

(54) 휴대형컴퓨터의디스플레이를이용한영상신호처리장치

요약

이 발명은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나 내부의 전원으로써, 

외부에서 공간으로 전송되는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영상 방식에 처리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외부 수

신 장치에서 직접 영상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외부 영상 입력 단자와; 상기 안테나에서 입력된 텔레비전 신호를 입

력받아서 주파수를 동기시켜 영상 신호를 출력하는 튜너와; 상기 튜너에서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휘도 및 채도 등의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영상/음성 신호 변환기와; 상기 변환된 영상 신호를 상기 액정 표시 장치에서 입력받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액정 표시용 변환기와; 외부의 전력 장치와 연결없이 직

접 휴대형 컴퓨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와; 상기 휴대형 컴퓨터의 액정 표시 장치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장치

의 전원을 휴대형 컴퓨터의 어댑터를 연결하는 어댑터 연결 잭과; 외부의 전원이나 휴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배터

리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텔레비전 수신 장치내의 모든 장치의 전원을 관리하는 전원 관리부로 이루어지며;

휴대형 컴퓨터의 액정 표시 장치를 분리시키고,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입력 모듈을 구성해 액정 표시 장치에 결

합시킴으로써 고가의 액정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고화질의 영상처리장치를 저가로 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인 휴대형 컴퓨터의 외관도이고,

제2도는 일반적인 휴대형 컴퓨터의 분해도이고,

제3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치

의 분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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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치

의 외관도이고,

제5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치

의 제어 블록도이고,

제6도는 이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치의 외관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액정 표시 장치 210 : 배터리 220 : 전원 관리부

310 : 액정 표시용 변환기 320 : 영상 신호 변환기 330 : 튜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이 발명은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휴

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인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해 텔레비전 신호나 외부 영상 신호를 처리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들어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사용자의 이동이 많아 휴대형 컴퓨터의 보급 또한,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이다.

또한, 컴퓨터의 개발이 한 대의 컴퓨터로서 여러 가지의 일을 처리하는 멀티 미디어(multi media)화 되어 가고 있어서

지역에 한정됨 없이 컴퓨터 사무 처리 및 텔레비전 시청 등의 여가 선영을 하고 있다.

컴퓨터가 상기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체의 개발이 중요하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monit

or)의 개발 역시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는 고화질의 LCD(liquid crystal device)인 액정표시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휴대

형 컴퓨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 장치 등을 장착하면 고화질의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분리형 휴대형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1 도는 일반적인 휴대형 컴퓨터의 외관도이고,

제 2 도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분해도이고,

첨부한 제 2 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분리형 디스플레이와 휴대형 컴퓨터의 구성은, 데이터를 처리 

또는 기억하거나,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하 는 입력장치 등을 하나의 몸체로 구성시킨 휴대형 컴퓨터 본체(60)와; 사용

자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휴대형 컴퓨터 본체(6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액정 표시 장

치(10)와; 상기 액정 표시 장치(10)를 보호하는 후면 케이스(20)와 전면 케이스(30)와; 상기 액정 표시 장치(10)를 기

구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자(40)와; 상기 휴대형 컴퓨터 본체(6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액정 표시 장치(

10)에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 케이블(data cable)을 연결하는 커넥터(50)로 이루어진다.

상기의 구성에 의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분리형 휴대형 컴퓨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휴대형 컴퓨터 본체(60)는 데이터를 처리 또는 기억하거나, 처리할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장치 등이 하나의 몸체로 

구성되 있고, 상기 휴대형 컴퓨터 본체(6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커넥터(50)를 통해 액정 표시 장치(10)로 입력된

다.

상기 데이터는 액정 표시 장치(10)를 통해 표시되므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구적으로 휴대형 컴퓨터 본체(60)와 액정 표시 장치(10)의 고정은 연결자(40)를 체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액정 표시 장치(10)는 외부 충격에 약하므로 전면 케이스(30)와 후면 케이스(20)를 겹쳐서 액정 표시 장치(10)

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나, 상기한 일반적인 기술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휴대형 컴퓨터 본체의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장착해야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휴대형 컴퓨터의 본체가 무겁게 되며, 외부 충격에 약한 장치들로 인해 휴대하기 불

편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휴대형 컴퓨터의 액정 표시 장치를 분리시키고, 

텔레비전 수신 또는 외부 영상 입력 모듈을 구성해 액정 디스플레이를 결합, 구성함으로써, 고가의 액정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어, 고화질의 영상처리장치를 저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

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발명의 구성은,

외부에서 공간으로 전송되는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상기 안테나를 보호하고 고정시켜 주는 안테나 홈이 생성되어 있고, 안테나에서 수신된 텔레비전 신호를 입력받아 변

조, 복조하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에서 전송된 텔레비전 데이터에 따라 화면에 표시하는 액정 표시 장치와;

상기 액정 표시 장치와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커넥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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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정 표시 장치를 보호하는 후면 케이스와 전면 케이스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내부에 장착되어서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부와;

수신 주파수를 선택하는 등의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조작하는 조작부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 및 액정 표시 장치의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와;

상기 액정 표시 장치를 기구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부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발명의 구성은,

상기 안테나에서 입력된 텔레비전 신호를 입력받아서 주파수를 동기시켜 영상 신호를 출력하는 튜너와;

상기 튜너에서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 휘도 및 채도 등의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영상/음성 신호 변환기와;

상기 변환된 영상 신호를 액정 표시 장치에서 입력받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신호로 변환시

켜 주는 액정 표시용 변환기와;

외부의 전원이나 휴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텔레비전 수신 장치내의 모든 장치의 전

원을 공급하는 전원부로 이루어진다.

이하,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 3 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

치의 분해도이고,

제 4 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

치의 외관도이고,

제 5 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

치의 제어 블록도이고,

제 6 도는 이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

력 장치의 외관도이다.

첨부한 제 3 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치의 구성은, 외부에서 공간으로 전송되는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400)와; 

상기 안테나(400)를 보호하고 고정시켜 주는 안테나 홈(410)과; 상기 안테나(400)에서 수신된 텔레비전 신호를 입력

받아 변조, 복조하고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와; 상기 텔레비전 수

신 장치(300)에서 전송된 텔레비전 데이터에 따라 화면에 표시하는 액정 표시 장치(100)와; 상기 액정 표시 장치(100

)와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를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커넥터부(150)와; 상기 액정 표시 장치(100)를 

보호하는 후면 케이스(120)와 전면 케이스(130)와;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의 내부에 장착되어서 음성을 출력

하는 스피커부(350)와; 수신 주파수를 선택하는 등의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를 조작하는 조작부(360)와; 상기 텔

레비전 수신 장치(300) 및 액정 표시 장치(100)의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210)와; 상기 액정 표시 장치를 기구적으

로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부(140)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영상 신호를 수신하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와 디스플레이와 음성을 출

력하는 스피커부(350)와 주파수 대역을 조 절하는 주파수 변환기와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이 필요하다.

이 발명에서는 표시장치를 디스플레이 분리형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했다.

따라서,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100)를 디스플레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전

송하는 커넥터부(150)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140)가 필요하다.

디스플레이인 액정 표시 장치(100)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앞면과 뒷면에 전면 케이스(130)와 후면

케이스(120)를 연결한 액정 표시 장치(100)에 전원 및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의 커넥터부(1

50)와 액정 표시 장치(100)의 커넥터부(150)를 연결한다.

또한, 기구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100)와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를 연결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분리형 휴대형 컴

퓨터와 같은 모양으로 생긴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의 연결부(140)와 액정 표시 장치(100)의 연결부(140)를 결합시

켜서 고정을 시킨다.

그런후, 배터리(210)를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에 삽입시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해 액정 표

시 장치(300) 및 스피커부(350)를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고,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의 조작부(360)를 이용

해 채널(channel)을 변화시켜 시청을 할 수 있다.

제 5 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와 액정 표시 장치를 결합시켜 완성한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

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 상 신호 입력 장치의 사시도이다

첨부한 제 5 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텔레비전

수신 및 외부 영상 신호 입력 장치의 제어 블록도의 구성은, 외부나 내부의 전원으로써,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내의

모든 장치의 전원을 관리하는 전원부(200)와; 안테나(400)에서 입력되는 텔레비전 신호에 대해서 검파 및 동기 기능

을 수행하여 행당 신호를 출력하는 튜너(330)와; 상기 튜너(330)의 출력신호를 영상 및 음성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영상/음성 신호 변환기(320)와; 상기 변환된 영상 신호를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 입력받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

록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액정 표시용 변환기(310)와; 상기 음성 신호를 음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스피커(340)와; 상기 튜너(330)를 통하지 않고 외부 수신 장치에서 직접 영상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외부 영상 

입력 단자(340)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전원부(200)의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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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210)와; 휴대형 컴퓨터의 외부 전원을 인가하는 어댑터를 이용해 휴대형 컴퓨터의 액정 표시 장치(100)를 이

용한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의 전원을 인가하기 위한 어댑터 연결 잭(230)과; 외부의 전원이나 휴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210)의 전원을 공급받아서,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내의 모든 장치의 전원을 관리하는 전원 관리

부(220)로 이루어진다.

상기 배터리(210)는 휴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상기한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의 제어 흐

름도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액정 표시 장치(100) 분리형 휴대형 컴퓨터에서 액정 표시 장치(100)를 분리시켜서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의 커넥

터(370)에 연결을 시키고, 휴대형 컴퓨터의 배터리(200)를 장착시키거나 어댑터를 어댑터 연결잭(230)에 연결시켜서

전원을 인가한다.

전원이 인가되어 동작이 되면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는 안테나(400)를 통해 공간상으로 전파되는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해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300) 내부의 튜너(330)로 출력한다.

상기 튜너(330)는 검파 및 동조기로서 입력된 텔레비전 신호들로부터 해당 주파수의 텔레비전 신호를 검파 및 동기

시켜 출력하며, 상기 출력되는 신호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출력된다.

즉,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이나, PAL(Phase Alternation by Line) 방식이나, SECA

M(Sequence de couleurs avec memoire, 기억병용 색순차 방식) 방식등으로 출력한다.

영상/음성 신호 변환기(320)는 상기 신호를 입력받아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킨다.

상기 신호는 액정 표시 장치(10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기 위해 액정 표시용 변환기(310)로 입력된다.

상기 액정 표시용 변환기(310)는 변환된 신호를 액정 표시 장치(100)에 출력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100)의 화면

에는 텔레비전 신호에 따른 영상이 출력된 다.

또한, 외부 영상 입력 단자(340)에 외부 영상 신호를 입력하면 상기 영상/음성 신호 변환기(320)가 입력을 받아서 처

리해 출력하며, 상기 출력 신호는 액정 표시용 변환기(320)에서 입력받아 처리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100)에 영상

이 출력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서, 휴대형 컴퓨터의 액정 표시 장치를 분리시키고, 텔레비전 수신 또는 외부 영

상 입력 모듈을 구성해 액정 표시 장치에 결합시킴으로써 고가의 액정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어

서 고화질의 영상처리장치를 저가로 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

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형 컴퓨터에서 분리한 디스플레이수단과;

텔레비전 수신 장치의 내부에 장착되어서 음성을 출력하는 음향 출력수단과;

소정의 영상/음성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디스플레이수단으로 영상을 뿌려주고, 상기 음향 출력수단을 통하여 사운드

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영상/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수단과;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조작수단과;

상기 각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 수단과;

상기 디스플레이수단과 상기 신호 처리 수단을 전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데이터 전송 수단과;

원가 절감 및 배터리의 장착이 용이하며, 디스플레이 부분과 본체 부분이 접힐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충격에 강하고 먼

지의 유입을 방지하며 안전성을 갖도록 바닥이 평평하고 넓게 되어 있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 보호수단과;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의 형태에 맞추어 상기 영상 신호 처리 수단과 기구적으로 상기 보호 수단을 결합시키는 결합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외부에서 공간으로 전송되는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상기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되는 신호에 대하여 검파 및 동기 기능을 수행하여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신호를 상기 신호 처리 수단으로 제공하는 튜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

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는,

상기 텔레비전 수신 장치 외관에 안테나 홈이 생성되어 있어서 상기 안테나를 안테나 홈에 삽입시킴으로서 이동시에

도 고정을 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외부 영상 신호를 직접 입력받기 위한 외부 입력 단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

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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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원 공급 수단은,

상기 휴대형 컴퓨터로부터 분리한 배터리와;

상기 영상 신호 처리 수단 및 디스 플레이로 상기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연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영상 신호 처리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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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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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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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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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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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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