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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고안은 하우징 내에 디브이알 저장 및 제어수단이 설치된 디브이알에서, 디브이알 하우징의 상면 일부면에 프론트패
널 스위치부를 두고, 프론트패널 스위치부는 디스플레이에 의하여 개폐되고, 디스플레이는 하우징 상면 일부면 모서리
에서 힌지 결합되고, 하우징의 후단에는 영상 및 오디오 신호용 입출력부가 연장 설치된 구성을 이룬 노트형 디브이알 
이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의 블록 구성도,

도 2 는 본 고안의 디스플레이를 펼친 상태의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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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은 본 고안의 본체 뒷면을 확대한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입출력부 11;비디오포트 12;오디오포트 13;비디오출력포트 14;오디오출력포트 15;이더넷포트 16;센서부포트 17
;경보포트 20;프론트패널 스위치부 30;마이컴 40;메인프로세서 50;컨버터 60;랜카드 70;저장매체 80;엘시디 81;디스
펄레이판 82;힌지홀더 90;하우징 100;디브이알 제어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노트형 디브이알에 관한 것으로, 노트 형태의 하우징 상면에 엘시디 디스플레이를 힌지 결합 상태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고, 뒷면에 입출력포트를 설치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를 채널별로 연결하여 사용 가능토록 한 노트형 
디브이알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브이알은 시시디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 변환시켜 메모리에 저장하는 구성을 이루고, 재
생할 때는 저장한 영상을 읽어서 아날로그 변환시킨 다음 이를 모니터를 통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저장할 영상의 데이터 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제조사 마다의 독특한 코덱 기술을 개발하여 프레임 수를 줄이거나 
화질을 떨어트리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이 겸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디브이알은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본체와, 화면을 보는 모니터, 필요시 모니터를 보면서 
필요한 촬영 조건을 부여하는 키보드 및 영상을 촬영하여 본체로 보내는 촬상소자(CCD)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므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설치에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이를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본체의 크기를 노트형태로 줄이고, 일반적인 엘시디 디스플레
이를 개폐 가능토록 설치하며 본체의 뒷면에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와 센서부 및 경보신호 입력포트를 두어 본체에서 
입출력 및 디스플레이를 가능토록 하고 휴대 가능토록 한 소형의 노트형 디브이알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하우징의 상면 일부 면에 프론트패널 스위치부를 두고, 스위치부는 디스플레이에 의하여 개폐되
고, 하우징의 후면에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와 각종 센서 및 경보신호를 입력받는 포트를 구비하며, 하우징 내에는 디
브이알 제어부(회로)를 내장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즉, 본 고안은 하우징 내에 디브이알 저장 및 제어수단이 설치된 디브이알에서, 디브이알 하우징의 상면 일부면에 프론
트패널 스위치부를 두고, 프론트패널 스위치부는 디스플레이에 의하여 개폐되고, 디스플레이는 하우징 상면 일부면 모
서리에서 힌지 결합되고, 하우징의 후단에는 영상 및 오디오 신호용 입출력부가 연장 설치된 구성을 이룬 노트형 디브
이알을 제공한다.

상기 영상 및 오디오 신호용 입출력부는 영상 채널별로 입력받는 영상채널입력부와, 비디오 출력부 및 오디오 출력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상기 하우징의 후단에는 센서부 및 경보부로 부터의 신호를 입력받는 센서포트 및 경보포트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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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고안의 실시 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고안의 내부 블록 구성도로,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등을 입력 및 출력시키는 입출력부(10)와,

각종 제어 신호를 지시하는 프론트 패널 스위치부(20)와,

스위치부(20)의 스위칭 상태를 인식하고 메인 프로세서에 제공하며 시리얼 포트(RS-232)를 통한 통신을 하는 마이
컴(30)과,

입출력부(10)를 통한 입력신호를 인식하고 저장 및 출력을 총괄 지령하는 메인프로세서(40)와,

메인프로세서(40)의 출력 데이터를 받아 아날로그로 변환시켜 출력토록 하는 컨버터(50)와, 필요시 네트워킹을 가능
토록 메인프로세서(40)의 지령을 받아 구동하는 랜카드(6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70)는 저장부로 하드디스크(HD
D)나 다른 저장매체를 들 수 있다. (80)은 메인프로세서(40)의 지령에 의하여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 시키는 엘시디
이다. 상기 마이컴(30), 메인프로세서(40), 컨버터(50), 랜카드(60), 저장매체(70)는 디브이알 제어부(100)를 이룬
다.

상기 입출력부(10)는 각종 촬상소자로 부터의 영상을 채널별로 입력받는 비디오포트(11)와, 오디오 신호를 인가 받는 
오디오신호 포트(12)와, 비디오출력포트(13)와, 오디오출력포트(14)와, 랜카드(60)로부터의 랜 출력을 연결하는 이
더넷포트(15)와, 시리얼 통신용 시리얼포트(RS-232)와, 센서부로부터의 센싱치를 입력받는 센서부포트(16)와, 경보
신호를 인가받는 경보포트(17)로 이루어진다.

도 2 는 본 고안의 구성을 나타낸 사용상태 사시도로, 하우징(90)의 상면 일부면에 형성한 프론트패널 스위치부(20)
와, 상기 프론트패널 스위치부()를 덮으며 상면 일부면 모서리에 돌출한 힌지홀더(82)와 힌지 결합하는 디스플레이판
(81)에 설치된 엘시디(80)와, 하우징(90)의 후면에서 연장된 입출력부(10)로 이루어진다. 상기 힌지홀더(82)는 입
출력부(10)와 프론트패널 스위치부(20)사이의 계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도 3 은 본 고안의 입출력부를 나타낸 하우징의 배면 사시도로, 하우징(90)의 배면에 연장 형성한 입출력부(10)는 비
디오 및 오디오 신호 입출력포트(11,12,13,14)와, 이더넷포트(15)와, 센서부포트(16)와, 경보포트(17)와, 시리얼포
트(RS-232)와, 파워잭(18)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구성한 본 고안은 도 1 및 도 3 과 같이 구성한 비디오포트(11) 및 오디오신호포트(12)를 통하여 원하는 채
널의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 신호를 선택하여 인가 받는다. 이는 프론트패널 스위치부(20)의 스위치 조작으로 마이컴
(30)이 인식한 지령을 메인프로세서(40)에 제공하면, 선택한 채널의 신호를 저장매체(70)에 저장하고 동시에 엘시디
(80)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시킨다. 필요시 비디오출력포트(13)와 오디오출력포트(14)를 통하여 외부 기기(비디오 기
기 등)에 디스플레이 시키거나 별도 저장한다. 물론 비디오출력을 위하여는 저장매체(70)에 저장된 비디오 신호를 출
력하고, 동시에 오디오 신호는 컨버터(50)를 통하여 아날로그 상태로 오디오출력포트(14)로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랜카드(60)를 통하여 이더넷포트(15)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도 있다.

본 고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되 하우징을 휴대 가능한 노트 형태로 구성하고, 조작을 위한 프론트패널 스위치부(20)
를 하우징의 상면 일부면에 구성하여 조작이 쉽도록 하고, 동시에 디스플레이판(81)이 프론트팬널 스위치부(20)를 덮
도록 구성하여 휴대 및 이동시에는 덮어 공간을 작도록 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사용시에는 디스플레이판(81)을 
열고 도 2 와 같이 사용 가능토록 하여 별도의 모니터를 구비할 필요가 없는 사용상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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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고안은 도 2 및 도 3 과 같이 입출력부(10)를 하우징(90)의 뒷면으로 연장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와 각종 
입출력 신호를 대응 포트로 인가 받을 수 있어 기존의 디브이알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모두 구현 가능하여 기능상의 저
하 우려가 없다. 이를 위하여 본 고안은 입출력부(10)를 하우징(90)의 배면으로 연장하였기에 하우징(90)을 노트 형
태로 구성하여도 기존의 기능을 구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본 고안은 입출력부(10)와 프론트패널 스위칭부(20) 사
이의 계면에 힌지홀더(82)를 두어 디스플레이판(81)을 힌지 결합시켜 프론트패널 스위치부(20)를 쉽게 여닫을 수 있
도록 하고, 힌지 결합하는 디스플레이판(81)에는 엘시디(80)를 내장시켜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 가능토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고안은 전술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고안은 노트형태의 하우징에 프론트패널 스위치부를 두고 하우징 내에는 디브이알 제어부를 두어 디브
이알 기능을 수행 가능토록 하고, 동시에 프론트패널 스위치부를 개폐 가능한 디스플레이판에 앨시디를 두어 디스플레
이를 구현하므로 하우징에 일체로 디스플레이를 구형 가능하여 사용 및 설치가 용이하고, 하우징의 배면을 연장한 입출
력부에 각종 입출력 신호를 연결하는 포트를 설치하여 제어부의 지령에 의하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디브이알의 기
능을 수행 가능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기기로 디브이알의 모든 기능을 구현 가능하여 설치 공간을 줄이고, 이동성도 좋
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우징 내에 디브이알 저장 및 제어수단이 설치된 디브이알에서, 디브이알 하우징(90)의 상면 일부면에 프론트패널 스
위치부(20)를 두고, 프론트패널 스위치부(20)는 디스플레이판(81)에 의하여 개폐되고, 디스플레이판(81)은 하우징
(90) 상면 일부면 모서리에 형성한 힌지홀더(82)서 힌지 결합되고, 하우징(90)의 후단에는 영상 및 오디오 신호용 입
출력부(10)가 연장 설치된 구성을 이룬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트형 디브이알.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영상 및 오디오 신호용 입출력부(10)는 각종 촬상소자로 부터의 영상을 채널별로 입력받는 비디오
포트(11)와, 오디오 신호를 인가 받는 오디오신호 포트(12)와, 비디오출력포트(13)와, 오디오출력포트(14)와, 랜카
드(60)로 부터의 랜 출력을 연결하는 이더넷포트(15)와, 시리얼 통신용 시리얼포트(RS-232)를 포함하여 구성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노트형 디브이알.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영상 및 오디오 신호용 입출력부(10)에는 센서부로 부터의 센싱치를 입력받는 센서부포트(16)와, 
경보신호를 인가받는 경보포트(17)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트형 디브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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