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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크린 전면 에스피커를 포함한 도어를 구비한 텔레비전 수상기

요약

중량이 가벼운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그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들을 구
비하고 있어서, 9 내지 10세 전후의 어린이에 의해 용이하게 운반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시청하는 동안
에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실질적으로 수직이다. 이들 도어들은 내부면에 스피커들을 구비하는데, 상기 도
어들은 캐비닛의 측부로부터 열리게 되어 스피커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스테레오 
음향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콘솔형 즉 상자형 캐비닛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로 좌측 및 우측으로 회전하는 도어들을 구비할 수 있으며, 상기 도어들상에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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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크린 전면에 스피커를 포함하는 도어를 구비한 텔레비전 수상기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전면에 도어를 구비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그 도어 상에 스피커를 구비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자들의 착상은 어린이를 목표로 한 시장에 특히 적합한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관한 것인데,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는 9세나 10세 전후의 어린이가 쉽게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고 가벼우며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비록 휴대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텔레비전은 전지 무게를 제거하
기 위해 전원(Electrical Power Mains)에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본 발명자들의 착
상은 어린이를 목표로 한 시장에 특히 적합한 휴대형 컴퓨터 모니터에도 관련되는데, 상기 휴대형 컴퓨터 
모니터는 9세나 10세 전후의 어린이가 쉽게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고 가벼우며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텔레비전 세트나 컴퓨터 모니터를 본 명세서에서는 "어린이에 의해 운
반가능한(child-transportable)" 것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세
트나 컴퓨터 모니터는 비디오 게임을 할 생각에 마음이 흩뜨려져서 조심성이 없이지기 쉬운 어린이들에 
의해 종종 운반되고는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운반 중에 음극선관이나 액정 표시 장치의 손상 가능성과 이
에 따른 어린이의 부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디스플레이 스크린 보호 커버가 안출된다.

더욱이, 어린이들이 상기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를 두손으로 운반하고자 할 때 도
어를 닫은 상태에서 캐비닛 좌우측의 손잡이를 사용해서 몸통 앞쪽 아랫부분에 기대어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를 닫기 위한 도어에는 힌지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어린이를 목
표로 한 시장을 위해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위해 설계된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는 캐비닛의 지지 받침배
(Supporting Base)와 회전경사식 기구(Swivel-and-Tilt Mechanism)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텔레비전이 향
하는 방향을 시청자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도어들 상의 스피커들로부터 스테레오 음향
이 방시되는 방향을 청취자에게 적당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1971년 12월 14일 핀리 러퍼스버그(Finley Ruppersburg)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3,627,392호의 발명의 
명칭은 "스테레오 음향 재생 시스템"이다.  러퍼스버그는 케이스의 전면으로부터 펼쳐진 위치까지 회전
(Swing)하는 좌우측 도어들을 구비한 케이스를 가지는 휴대형 음향 재생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다. 도어들
에 장착된 스피커들은 도어들이 펼쳐진 위치로 열렸을 때 스테레오 입체 음향이 정면을 향할수 있도록 배
치되어 있다. 상기 케이스 내에는 축음기(Swing-down Phonograph) 및 이와 관련된 재생용 전자회로가 넣
어져 있다.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들 및 컴퓨터 모니터들에는 정상적인 보는 방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회
전식 캐비닛(Swiveled Cabinet)이 사용되어 왔다. 1993년 9월 7일 다카시 노다마(Takashi Nodama)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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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텔레비전 수상기의 회전받침대 장치"인 미국 특허 제5,243,434호는 이의 증거가 
된다. 1992년 7월 22일 "텔레비전 수상기의 턴테이블"이라는 명칭으로 공개된 이정섭 및 김우진의 영국특
허출원 GB-2252003-A에는, 음극선관을 둘러싸고 있는 캐비닛 본체 내에 들어있고 음극선관 스크린의 좌측 
및 우측에 위치하는 스피커들을 구비한 텔레비전 수상기를 정상적으로 보게 되는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모터 구동 턴 테이블(Motorized Turntable)을 사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과거의 대형 콘솔형 즉 상자형 수상기들에는, 수상기들이 꺼졌을 때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가리기 위해 도
어들이 채용되었는데, 상기 도어들은 외관상의 이유로, 즉 동작하지 않는 음극선관의 어두컴컴한 화면
(Dead  Eye)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언젠가  유럽의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롤-프론트
(Roll-Front)  캐비닛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롤-프론트  도어는  열렸을  때  적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1992년 6월 2일 부여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스피커 도어 조립체를 구비한 스테레오 시스템 캐비닛"인 미
국 특허 제5,119,421호에서, 발명자 레임은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Pivot)하여 앞쪽으로 열리는 스피커 
패널을 가진 스테레오 시스템 캐비닛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데, 상기 스피커 패널은 스테레오 시스템 캐비
닛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도어가 되어 캐비닛을 닫게 된다. 스피커들은 도어들의 아랫부분에 장착되어 
있는데, 상기 도어들의 윗부분은 "테이블형(Table Model)"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를 수용할 수 있는 선반 
위를 덮게 되며, 이에 따라 스피커 모터 내에 있는 영구자석이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의 색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형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장치에서 도어의 사용은 다소 귀찮
은 것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도어들은 성직자나 다른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는 때를 제외하
고는 계속 열려진 채로 있게 되는 경향이 있다. 도어를 잘 닫지 않게 되는 경향과 특히 미려한 목재 박판
으로 마감했을 경우의 도어로 말미암은 비용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가리기 위한 도어를 구비한 텔레비
전 수상기의 시장을 축소시켰다. 레임의 발명에 있어서와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 스크린과 스피커를 별도
로 덮을 수 있도록 캐비닛 도어를 크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도어가 무거워지고 휘어지기 쉽게 
된다.

더욱이, 상술한 바와 같은 좌측 및 우측 회전도어들 내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구비된 스테레오 음향 재생 
장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청취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테레오 음향이 향하도록 하기 위해 캐비닛 본체
를 움직이게 되면 캐비닛 본체가 놓여져 있는 면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히 무
거운 경향이 있는 콘솔형 즉 상자형 캐비닛의 경우에, 캐비닛 본체의 이동은 목재나 리놀륨 또는 리놀륨 
타일로 된 플로어에 긁힌 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된다. 휴대형 스테레오 음향 재생 장치의 경우에는, 청취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테레오 음향이 향하도록 하기 위해 장치를 움직이게 되면 캐비닛 본체를 지지하
는 테이블이나 책상의 윗면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할 수 있다. 휴대형 스테레오 음향 재생 장치가 콘솔형 
즉 상자형 캐비닛 내에 있는 음향 재생 장치보다 중량에 있어 덜 무겁기는 하지만, 캐비닛 본체를 지지하
는 테이블이나 책상은 목재 플로어보다 긁힌 자국이 보다 쉽게 생길 수 있는 미려한 가구 마감처리가 되
어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을 실시하는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도어들이 주로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도어들이 어린이들에 의해 운반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반 중에 
음극선관이나 액정 표시 장치의 손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부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디스플
레이 스크린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도어들은 롤-프론트 도어들이 아닌 힌지에 의해 전면으로 
열리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귀찮은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를 
덮을 수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포함하는 좌측 및 우측 회전 도어들이 펼쳐진 위치로 열리게 되면, 상
기 스테레오 스피커들은 텔레비전 수상기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된다.

일부 텔레비전 방송과 일부 비디오 게임에서는 스테레오 음향이 제공되는데, 지향성 음향 재생을 이루기
에 충분할 만큼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의 스피커를 떨어져 있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사용하여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된 위성 스피커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성 스피커들은 즉각적인 휴대가능성의 측면과 상충이 되고, 운반 중에 어린이에 의해 분실되
기가 쉬우며, 어린이가 오락을 하는 동안에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게 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 
및 우측으로 열리는 도어들에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장착하게 되면,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가까이 앉
아 있는 어린이를 위해 지향성 음향 재생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분리가 행해지는데, 이처럼 가까이 앉는 
것은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작은 수상기와 연관된 작은 스크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것이다. 힌지에 의해 여닫히는 도어들은, 닫혀졌을 때에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캐비닛의 좌측으로 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는 좌측 도어와 닫
혀졌을 때에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우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캐비닛의 우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
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는 우측 도어를 포함하는데, 운반 중에 음극선관 또는 액정 표시 장치만
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운반 중에, 이러한 도어들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로 닫혀지는 이들 도어들의 
내부에 장착된 스피커들도 보호한다.

1951년 4월 3일 부여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스테레오 음향 재생 장치"인 미국 특허 제2,547,447호에서, 
드 보에르는 스테레오 라디오 수신기의 좌측 및 우측 섭동 도어 상에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장착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드 보에르의 장치에서, 스피커들은 라디오 수신기의 위로 닫히게 되는 좌측 및 우측 섭동 
도어들의 외측에 개방부가 있게 되도록 장착되는데, 이것은 운반 도중에 스피커들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동안에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운반이 행해
지는 경우, 빗물이 스피커 개방부내로 들어가기가 쉽게 된다. 힌지에 의해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로 닫혀
지는 도어들 내측에 스피커를 장착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보호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의 캐비닛과 도어들이 물이 스
며들지 않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운반 중에 텔레비전 수상기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들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것은 드 보에르나 
레임의 발명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고려사항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어들이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
로 닫혔을 때 디스플레이 스크린 근처의 금속 부품을 자화시키는 스피커로부터 발산되는 자계의 상호작용
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스피커의  구동모터  내에  있는  영구자석은,  예를 
들어, 컬러 음극선관의 앞면 유리 근처에서의 자계상태를 왜곡시킨다. 디스플레이 스크린 근처의 금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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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자화되면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형광체 패턴위로 전자 빔이 착점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국부자계가 
생성되어, 색 순도 문제가 야기된다.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 설계자들에게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음극선관 내의 샤도우 마스크나 애퍼쳐 그
릴(Aperture Grill)은 통상 철을 함유하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비록 지구자계와 같이 매우 약한 것일지
라도 자계에 노출되면 자화가 된다. 이러한 자화상태의 변화는, 지구자계 내에서 텔레비전 수상기의 위치
를 바꾸는 동안에도 발생하는데, 디스플레이 스크린 내에서 적색발광 형광체와 녹색발광 형광체와 청색발
광 형광체의 각각을 스캐닝하는 전자빔들의 편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청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주는 
색 맞춤의 손실(Loss of Color Registration)을 가져온다. 이러한 색맞춤의 손실에 대응하고 색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 컬러 음극선관에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상당한 시간동안 꺼져 있었던 상태 후에 전
원이 처음 켜졌을 때 샤도우 마스크나 애퍼쳐 그릴을 비자화시키기 위해 잠시동안 전압이 가해지는 내장 
디가우싱 코일(Built-in Degaussing Coil)이 마련된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에 있는 도어들이 
열려서 고정되거나 열린 상태에 머물러 있기 전에 수상기의 전원을 켜게 되면, 스피커들로부터 방출되는 
자계에 의해 유도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근처의 비정상적 자계를 제거하는 자동 디가우싱 코일에 해를 
끼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하고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로 닫힐 수 있도록 힌지에 의해 개폐되는 도어 위에 스피커가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
니터에 디스플레이 장치로써 애퍼쳐 그릴 컬러 음극선관이나 샤도우 마스크 컬러 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
사한 방식의 컬러 음극선관이 사용된다면, 도어들이 열려서 고정되거나 열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때까
지 자동 디가우싱이 지연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도어들이 열려서 고정되거나 열
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때까지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 전력을 인가하는 것도 지연됨으
로써 이것이 행해지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도록 힌지에 의해 움직이는 도어 내에 스피커를 포함시킴으로써 야기되는 색 순도 
문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완화되거나 회피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애퍼쳐 그릴 
컬러 음극선관이나 샤도우 마스크 컬러 음극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컬러 음극선관이 사용되는 경
우에, 이러한 애퍼쳐 그릴이나 샤도우 마스크, 그리고 섀시 및 음극선관 장착부에 비자성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색 순도 문제가 감소된다.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다른 물건과 부딪쳤을 때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도 어쨌든 매력적인 것이 된다. 스피커 모터는 영구자화된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
자석 구조를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도어 상에 있는 스피커의 모터는 전자기형보다는 정
전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구조물 사용을 회피하는데 더 좋은 것이다. 양호한 저주
파수 응답 특성을 가진 소형 정전형 스피커를 제작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도어상의 스피커들은 캐
비닛 본체나 받침대에 위치한 저주파수 응답 스피커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색순도 문제는 표준
형 컬러 음극선관을 다른 표시 장치로 대체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는데, 이러한 표시 장치로는 액정표시장
치나  예를  들어  "양파껍질형(Onion-Skin  Type)"과  같은  통과  제어형  형광체(Controlled  Penetration 
Phosphor)를 사용하는 단일 전자총 음극선관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종래의 컬러 음극선관이 더 선호된다.

어린이를 목표로 한 시장에 특히 적합한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도어 상
에  스테레오  스피커를  설치하는  개념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어서,  이  개념은  비휴대형  테이블 설치형
(Table-Top) 텔레비전 수상기 및 플로어 설치형 콘솔 수상기 등을 포함하여 미국 시장을 겨냥한 모든 계
열의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에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은 또한 컴퓨터 모니터에도 채용
될 수 있다. 미국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다른 지역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비교해볼 때 스타일이 독특하다. 
다른 지역 특히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음극선관을 캐비닛에 같은 높이로 장착하는 것
(Flush Mountiog) 대신에, 미국의 텔레비전 수상기 및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음극선관 스크린이 보통 시청
자를 위한 "사진틀(Picture Frame)"을 형성하는 경사면 뒤에 장착이 되는데, 이러한 스타일을 미국 고객
들은 선호한다.

미국 어린이와 비디오 게임용을 특히 목표로 한 시장을 위해 설계된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는, 낮시간의 
사용 중에 입사광이 스크린에 비치는 것을 감소시키고 어린이에게 어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신만의 세
계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평평한 표면을 가진 음극선관과 깊은 주변 경사면을 사용한다. 도어에 
장착된 스피커의 모터 내에 있는 영구자석에 의해 음극선관의 샤도우 마스크나 애퍼쳐 그릴이 자화되는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 캐비닛 디자인에 관한 프리마아케팅(Premarketing) 조사에서 깊
은 경사면을 가진 디자인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었다. 이미 제작되고 있는 휴대형 텔레비전 
전자회로에 의해 구동되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일정시간 꺼진 상태 후에 처음 전력이 공급될 때 종래의 디
가우싱 절차를 사용하는 음극선관이, 시험적인 깊은 경사면 디자인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사용되었다.

놀랍게도, 상기 시험적인 깊은 경사면 디자인의 텔레비전 수상기가 작동되었을 때, 도어에 장착된 스피커
의 모터 내에 있는 영구자석에 의해 음극선관의 샤도우 마스크나 애퍼쳐 그릴이 자회된다는 예견된 문제
가 나타나는 흔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이 주목된다. 뒤돌아보면, 이것은 모터의 무
게를 작게 하기 위해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물질의 높은 투자율과 자기적 구조로 인해, 최신식 스피커의 
모터로부터 누설되는 자속이 아주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어들이 스크린 쪽으로 회전할 때의 스피
커의 경로는 도어들이 열릴 때 되돌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자계 변화는 영에 가
깝게 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경사면을 사용하고 도어에 장착된 스피커의 모터 내에 있는 영구자석이 
음극선관 스크린의 표면으로부터 수 센티미터 떨어져 있도록 도어를 설계함으로써, 눈에 띄게 색 순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히 음극선관의 샤도우 마스크나 애퍼쳐 그릴의 자화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더욱이, 상기 시험적인 깊은 경사면 디자인의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모노 저주파수 영역 스피커 즉 "우
퍼"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음극선관 스크린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장
착되었다. 인간은 스테레오 분리 효과를 주로 중주파수에서 감지하는데, 이는 스피커간 간격이 4 내지 5 
피트 미만일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저주파수에서의 스테레오 분리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스피
커간 간격이 4 내지 5 피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 모노 우퍼를 사용하는 것은 중저가형 스테레오 재
생 장치 특히 콘솔형 장치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것이다. 저주파수에서 청취자가 위치하고 있는 실내에 음
향학적 커플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우퍼들은 고주파수용 스피커들보다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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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즉 콘이 크다. 우퍼가 이들 큰 표면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퍼의 모터 내에 있는 영구자
석은 미드-레인지 스피커내의 모터나 일정 종류의 고주파수 영역 스피커 즉 트위터 내의 모터에 비해 통
상 크기가 크고 큰 자계강도를 가진다. 시험적인 깊은 경사면 디자인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도어들에 우퍼
를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눈에 띄게 색 순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히 음극선관의 샤도우 마스크나 애
퍼쳐 그릴이 자회되는 문제가 회피된다. 이것은 스피커 모터에 의해 음극선관이 자회됨에 따른 색 순도 
손실을 야기함이 없이 깊은 경사면 디자인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사면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허용한다.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이 고
려된다. 어린이에 의해 용이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캐비닛 무게를 낮추기 위해, 50/60 Hz 전력변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이 사용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서 힌지에 의해 개폐되는 도어들을 제외한 캐
비닛은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영상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부분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섀시 내부로 물건을 집어넣어 전기 충격의 위험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틈이 없게 되어 있다. 캐비닛은 
어린이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도어들을 복부에 기댄 상태로 두손을 사용하여 운반하게끔 설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것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의 부상 가능성을 줄이고, 장치를 떨어뜨리거나 캐비닛을 다른 사
람이나 물건과 충돌하게 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운반 손잡이가 설치된다면, 어린이가 한 손으로 운반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 손잡이는 캐비닛 측면이나 캐비닛 하단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비닛은, 
어린이가 자신이나 다른 어린이 또는 집안의 문이나 벽, 가구 또는 자동차 등을 손상시키게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린이에 운반될 수 있도록 도어가 닫혔을 때의 모서리들이 큰 곡률반경으로 라운딩되
어 있도록 설계된다. 가격에 관한 고려사항이 충족된다면, 표면이 휘어지게(Yielding) 하거나 표면에 쿠
션을 대는 것도 바람직하다. 캐비닛 도어들 상의 힌지들 및 도어들 상의 잠금 장치들은 손가락이나 다른 
신체 부위가 끼워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된다. 캐비닛 도어들이 캐비닛으로부터 떼어질 수 없도록, 캐비닛 
도어들 상의 힌지들은 견고한 구성을 가진다. 만약 힌지들에 힌지핀(예를 들면, 피아노형)들이 사용된다
면, 어린이들이 힌지핀을 뽑아내지 못하도록 각 힌지의 단부에는 방지 장치가 마련된다. 도어들 상의 스
피커들까지의 전기 구동 신호 전달을 위한 배선은, 어린이들이 쉽게 도선들을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행해져야만 한다.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를 운반하는 중에 전원 
코드는 캐비닛 내부로 집어넣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는 미리 녹음된 "잡아당겨 꽂으세요"라는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재생하기 위
한 장치가 포함되어, 정지 위치로부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올리는 어린이에 의해 
작동될 수 있다. 상기 환기 메시지를 재생하는 장치는 (예를 들면, 말하는 인형과 같은) 일부 장난감들에
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그 일 측면에 있어서 운반 도중에 그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게되는 도어들을 구비한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로 구체화된다.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 및 
우측으로 열리는 상기 도어들에 장착된 스테레오 스피커들은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에 가깝게 앉아 있는 
어린이를 위해 지향성 음향 재생을 이룰 만큼 충분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만약 상기 디스플레이가 
음극선관으로 되어 있다면, 상기 음극선관은 이와 같이 가깝게 앉아 있어도 안전한 저방출형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컬러 음극선관을 사용하고, 운반 도중에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게 되는 
도어들을 구비하며,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 및 우측으로 열리는 상기 도어들에 장착된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구비하는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의 도어들이 
열려서 고정되거나 펼쳐져 열려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때까지 자동 디가우싱이 지연된다. 이에 따
라 스피커로부터 발산되는 자계에 의해 이전에 유도된 디스플레이 스크린 근처에서의 비정상적인 잔류자
계의 보정이 용이해진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 구성된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컬러 음극선관보다는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하고, 운반 도중에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게 되는 도어들을 구비하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 및 우측으로 열리는 상기 도어들에 장착된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구비한다. 상기 액정 표시 
장치는 도어들이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 위를 덮을 때 스피커들로부터 발산되는 자계에 의한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 구성된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자계의 변화 때문에 
색 순도 손실을 입게 되는 컬러 음극선관과, 상기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표면 둘레를 둘러싸는 
경사면 프레임과,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그 둘레의 상기 경사면 프레임 위로 닫히는 좌측 및 우측 
도어들과, 상기 좌측 및 우측 도어들의 내면 상의 좌측 및 우측 스피커들을 구비하는데, 상기 스피커들은 
그  내부에  영구자석들이  들어있는  모터들을  구비한다.  상기  도어들은  캐비닛의  측면으로부터  열리게 
되어, 보다 나은 스테레오 음향 재생을 위해 상기 스피커들이 더 많이 떨어져 있게 한다. 상기 스피커들
은 각각 영구자석 부품을 포함하는 모터들을 구비한다. 상기 도어들 내에서의 스피커들의 장착 위치와 상
기 디스플레이 스크린 표면이 상기 캐비닛의 전면으로부터 상기 경사면 프레임 내로 만입된 거리는 상기 
스피커 모터들의 상기 영구자석 부품들이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표면으로부터 수 센티미터 떨어져 있도록 
정해져서, 상기 좌측 및 우측 도어들이 닫혀있을 때 상기 스피커 모터들의 상기 영구자석 부품들과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 면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계변화로 인한 색 순도 손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라 구성된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운반 도중에 디스플레
이 스크린을 덮게 되는 도어들을 구비하며,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 및 우측으로 열리는 상기 도
어들에 장착된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구비하는데, 상기 스테레오 스피커들은 그 내부에 영구자화된 요소를 
구비하지 않도록 구성된다.

더욱이 본 발명에 있어서, 캐비닛 본체가 놓여있는 표면에 긁힘 자국을 생기게 하는 문제는 캐비닛 본체
가 스테레오 음향이 다른 방향을 향하게 하기 위해 이동시킬 필요가 없는 받침대(Base) 또는 대좌(Stan
d)에 의해 지지되게 함으로써 해결된다. 캐비닛 본체를 이동시키는 대신에, 캐비닛 본체는 스테레오 음향
이 다른 방향을 향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받침대 또는 대좌 위에서 상기 받침대 또는 대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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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회전될 수 있도록, 상기 받침대 또는 대좌 상에서 지지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운반 도중에 컬러 음극선관으로 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를 구비하고 있고, 도어 상에 
장착된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도어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우측으로 열리는 본 발명
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방 사시도이다.

제2도는 제1도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후방 사시도이다.

제3도는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를 구비하며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하고,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라 자동 디가우싱 (Automatic Degaussing : ADG) 코일로의 전력 인가를 제어하기 위한 좌우측 
도어의 잠금 스위치를 포함하는 제1도의 텔레비전 수상기 내의 회로의 블록도이다.

제4도는 도어에 스피커를 구비한 제1도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사면 프레임의 
일부분의 내부 사시도로서, 도어 힌지 및 수상기 캐비닛으로부터 도어까지 이어지는 스피커 연결선의 배
치 방법의 일 예와 도어 잠금 스위치의 구현 방법의 일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제5도 및 제6도는 제1도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를 변형시킨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도어들의 사시도이다.

제7도는 제1도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도어들에 대한 래치 장치의 단면도이다.

제8도는 운반 도중에 액정 컬러 표시 장치로 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를 구비하고 있고, 도어 
상에 장착된 스테렝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도어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우측으로 열리는 본 발
명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방 사시도이다.

제9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정면도로서, 그 위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
는 좌우측 도어들을 열린 상태로 보여주고 있다.

제10도는 좌우측 도어를 닫은 상태에서의 제9도의 실시예의 정면도이다.

제11도는 제9도의 실시예의 측면도이다.

제12도는 제9도의 12-12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제13도는 제9도의 실시예의 저면도이다.

제14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실시예]

도 1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는 캐비닛(10)을 구비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험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경량인 것이 바람직한는 점을 고려해서 상기 캐비닛은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물질은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 상기 캐비
닛(10)은 회전경사식 (Swivel-and-Tilt)  받침대(11)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캐비닛(10)의 
정면부 상에는 전자파 방출량이 적은 33cm 음극선관 같은 표시장치의 디스플레이 스크린(12)이 구비되어 
있다.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는 좌측 도어(13)상에는 도어의 노출된 내면으로부터 음
향을 방사할 수 있도록 트위터(14)와 우퍼(15) 및 미드 레인지(Mid Range) 스피커(16)가 구비되어 있다.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는 우측 도어(17)상에는 도어의 노출된 내면으로부터 음향을 방
사할 수 있도록 트위터(18)와 우퍼(19) 및 미드 레인지(Mid Range) 스피커(20)가 구비되어 있다.

도  1은  좌측  도어(13)가  캐비닛(10)내의  구멍  안으로  뻗어있는 돌기에 의해  캐비닛(10)으로 회전운동
(Hinging)하고 우측 도어(17) 또한 캐비닛(10)으로 회전운동(Hinging)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도시되었는데, 상기와 같은 힌지 장치는 "대향하고 있는 핀과 눈(Opposed Pin and Eye)"라고 불리운다. 
그렇지만, 다른 힌지 장치도 사용 가능한데, 그 예로는 견고한 피아노 힌지(Strong Piano Hinge)가 있다. 
구부리기를 반복한 연후에 충분한 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요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물질이 사용된다
면, 힌지는 상기 플라스틱 자체를 구부려서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대향하고 있는 핀과 눈 방식의 힌지 장치에서 힌지핀으로 작용하는 도어들(13, 17)의 돌기 단부는 
그 내부에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상기 구멍들은 도 1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좌측 오
디오 앰프(들)로부터 좌측 도어(13)의 스피커들(14, 15, 16)로 음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전도하는 전선들
은 좌측 도어(13)의 돌기 단부에 있는 하나이상의 상기 구멍을 통해 지나가고; 텔레비전 수상기의 우측 
오디오 앰프(들)로부터 우측 도어(17)의 스피커들(18, 19, 20)로 음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전도하는 전선
들은 우측 도어(17)의 돌기 단부에 있는 하나이상의 상기 구멍을 통해 지나간다. 다른 대안으로서, 상기 
도어들이 디스플레이 스크린(12)위에 닫혔을 때 외피를 가진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어들(13, 17)
에 구멍을 형성하고, 상기 전선들이 캐비닛(10)과 각 도어들(13, 17)간을 연결하는 상기 외피를 가진 케
이블 안으로 통과하게 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스크린(12)은 우퍼 스피커들(15, 19)의 돔을 수납할 수 있도록 상당한 깊이를 가지는 경사면 
프레임(Bezel Frame: 21)에 둘러싸여 있다. 상기 경사면 프레임(21)은 캐비닛(10)의 전단부를 형성하며, 
도어들(13, 17)은 그로부터 힌지 작용을 하게 된다. 어린이가 수상기를 운반하는 도중이나 떨어뜨린 경우
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상기 경사면 프레임(21)과 도어들(13, 17)은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다. 경사면 프레임(21)의 상당한 깊이로 말미암아, 도어들이 우발적으로 세게 부딪쳤을 때 디스플레이 
스크린(12)은 보다 잘 보호되고, 구조 부재로서의 경사면 프레임(21)의 강도는 높아진다. 도 1은 경사면 
프레임(21)의 창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세트의 주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키(Rocker Key)들을 
보여주는데, 상기 키들은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원 온/오프 키(22)와, 음량 상하 조절 키(23)와, 채널 상
하 선택 키(24)와, 텔레비전 수상기로 공급되는 무선신호의 원천을 선택하고, 아울러 어떤 디자인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되는 텔레비전 게임기로의 전력 공급을 제어하)는 키(25)를 포함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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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 이 키들(23, 24, 25, 26)을 경사면 프레임(21)의 전면부상의 오목홈(Inset)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경사면 프레임(21)의 전면에 있는 패널(Snap-Open Panel: 26)은 음성신호의 트레블 및 베이스 조절
장치와 같이 추가적으로 구비되며 잘 사용되지 않는 조절장치들을 가려준다. 적외선 원격 제어기(28)로부
터의 원격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적외선 센서(27) 역시 경사면 프레임(21)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 
적외선 원격 제어기(28)는 텔레비전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키들을 구비하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반 시에 도어들(13, 17)이 닫혀있는 상태를 확실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닫
혀진 도어들(13, 17)의 내측면 상부에 있는 슬롯들(83, 87)의 상단부와 결합하는 스프링 멈추개(82)가 경
사면 프레임(21)의 정면 중앙 상단에 설치될 수 있다. 경사면 프레임(21)의 상부면 중앙에 있는 푸시 버
튼(84)을 누르면 도어들(13, 17)이 열리게 된다. 푸시 버튼(84)을 눌러서 스프링 멈추개(82)를 놓아주었
을 때 도어들(13, 17)이 튀어 열리도록 하기 위해, 닫혀진 도어들(13, 17)의 내측면 상부에는 압축 스프
링들(85, 86)이 마련된다. 상기 압축 스프링들(85, 86)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플라스틱 물질의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도어들(13, 17)의 내측 플라스틱 면 자체 내에 성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대안으로서, 압
축 스프링들(85, 86)은 경사면 프레임(21)의 상부 전면에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어들
(13, 17)을 견고하게 잠가두기 위한 다른 안전 멈추개 장치들도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장치들은 
어린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만큼 돌출된 구조가 없어야 하고 어린이들이 그사이에 끼일 가능성도 배제
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순해야만 한다.

도 2는 도 1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배면을 보여준다. 일체로 성형되어 있는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의 후면 외피(29)는, 캐비닛(10)의 후면부를 형성하는데, 경사면 프레임(21)과 결
합되어 있고 나사들(30)에 의해 조여져 있다. 경사면 프레임(21)과 후면 외피(29)를 성형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전기적  절연체로서,  상당정도의  전기  충격의  위해를  가져옴이  없이  변압기가  없는 전원
(Transformerless Power Supplies)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상기 나사들은 북형 나사(Hourglass Scre
w)나 기타 자동차 전조등을 조이는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수 형상의 나사들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후면 외피(29)를 경사면 프레임(21)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후면 외피(29)와 경사면 
프레임(21)사이에는 액체 유입을 방지하는 실란트가 사용된다. 어린이가 수상기를 운반하는 도중이나 떨
어뜨린 경우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후면 외피(29)는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다. 어린이
가 수상기 전자회로에 물체를 찔러 넣지 못하도록 그리고 텔레비전 수상기 내부로 액체가 엎질어지는 일
이 없도록 하기 위해, 후면 외피(29)에는 구멍이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경우, 비나 눈이 
올 때 수상기를 밖에서 들고 다니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줄게된다. 홀드 조정 등을 위해 공구
를 삽입할 구멍은, 회전경사식(Swivel-and-Tilt) 받침대(11)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후면 외피(29)의 저면부에 구비될 수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 내부에서 발생된 열을 방출하기 
위한 통풍구가 캐비닛(10) 상부 근처에서 필요하다면, 이들 통풍구들은 경사면 프레임(21)의 전면에 위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곳은 수상기가 운반될 때 도어들(13, 17)에 의해 닫혀지게 되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올 때 운반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게 된다.

여타의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달리, 도 1의 수상기에는 상부면에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수상
기를 운반하는 어린이로 하여금 텔레비전의 도어를 닫은 상태에서 복부에 기대어 두손으로 나르도록 조장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자세가 상부에 부착된 손잡이로 수상기를 나르는 것보다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힐 
소지가 적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회전경사식(Swivel-and-Tilt)  받침대(11)는 이처럼 두손으로 운반할 
시에 방해가 되지 않게 구성되고, 수상기의 무게중심은 수상기의 약간 앞쪽에 위치하게 되며, 후면 외피
(29)의 저면부에는 좌우측 단부를 따라 손가락으로 잡기가 용이하도록 그루브가 구비될 수 있다. 전원 코
드(31)는  회전경사식(Swivel-and-Tilt)  받침대(11)내에  담겨  있는  스프링  코드  와인더(Spring  Cord 
Winder)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침대의 회전량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
게 된다. 다른 대안으로서 상기 스프링 코드 와인더는 후면 외피(29)의 바닥에 위치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후면 외피(29)내의 전자회로를 탑재할 공간을 감소시키고 스프링 코드 와인더를 수선하기 어렵게 
하게 된다. 또한, 스프링 코드 와인더는 수상기 전자회로로부터 칸을 막아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후
면 외피(29)를 단일 부재 몰딩으로 성형하는 것을 복잡하게 한다. 스프링 코드 와인더가 후면 외피(29)내
에 포함되었을 때 상기 후면 외피(29)내의 전자회로 수납 공간의 부족 문제는 컴퓨터에서 상당한 관심거
리이기도 한다. 전자 게임기에 대한 전력 제어부가 수상기나 컴퓨터의 전면에 위치하는 디자인에서는, 전
력 커넥터들(32, 33)이 후면 외피(29)의 후면 패널부에 설치된다. 상기 후면 외피(29) 후면 패널부는 비
디오 게임기와 케이블 접속기, 외부 안테나 또는 비디오 레코더로부터의 고주파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한 
안테나 접속부(34)도 구비하고 있다. 도 1의 수상기는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통상 사용되는 "토끼 
귀"형이나 여타 방식의 수상기 부착식 안테나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수상기가 바닥에 설치되었을 
때 어린이가 그 위에 넘어지는 경우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디자인에 있어서는 실내 안
테나가  포함되는데,  이  안테나들은  UHF  방송  신호나  베이스  텔레비전  수상기로(Base  Broadcast 
Television Receiver)부터 920MHz로 재방송되는 VHF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데 사용된다. 후면 외피(29)에
는 VCR과의 접속을 위한 오디오/비디오 "입력" 잭(35)과 오디오/비디오 "출력" 잭(36)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후면 외피(29)에는 스테레오 음향 "입력" 잭(37)과 스테레오 음향 "출력" 잭(38)이 구비되어 있다.

도 3은 컬러 음극선관(40)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를 구비하고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도 1
의 텔레비전 수상기 내의 회로의 블록도이다. 주 전원에 연결되었을 때, 플러그(41)는, 전력선 전압을 정
류하고 여파하여 원격제어 수신기 회로(43)에 공급할 직류 동작 전압을 생성하는 무변압기 저전압 전원
(42)에, 전원 코드(31)를 통해 종래의 주 공급전압에서 50/60 Hz 교류 전류를 공급한다. 상기 원격제어 
수신기 회로(43)는 센서(44)에 의해 감지되는 변조된 광 캐리어에 응답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의 여러 회로
에 인가될 제어 신호들을 발생한다. 전원 코드(31)를 통해서 공급되는 50/60 Hz 교류 전류는 도 1의 텔레
비전 수상기의 전면에 있는 키(22)에 의해 구동되는 이중-극/이중-동작(Double-pole/Double-throw) 온/오
프 스위치(45)에도 공급된다. 상기 온/오프 스위치(45)가 온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면, 본 발명의 일 측면
에 따르면 50/60 Hz 교류 전류가, 좌측 도어 잠금 스위치(48)와 우측 도어 잠금 스위치(49)가 모두 활짝 
열렸을 때에만 선택적으로, 직렬연결된 자동 디가우싱(Automatic Degaussing : ADG) 코일(46) 및 포지스
터(Posistor)형 온도의존성 저항기(47)에 연이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스피커들(14-16,  18-20)이 컬러 
음극선관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부터 열어 젖혀진 순간에만 자동 디가우싱이 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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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선관을 디가우싱해야만 하는 문제는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식 스피커 모터를 사용하면 완
화될 수 있다. 스피커 콘 코일이 반발하여 움직이게 되는 정상자계는 전자석에 의해 제공되는데, 상기 전
자석의 자기 구조는 저잔류자속물질로 되어 있고 코일에는 저전압 전원 회로(59)로부터 직류전류가 공급
된다. 상기 정상자계는 도어들(13, 17)이 열려서 도어 잠금 스위치들(48, 49)이 통전될 때에만 형성된다.

원격제어 수신기 회로(43)로부터 연결선(50)을 통하여 공급되는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그리고 도 1의 수
상기 전면에 있는 스위치(25)의 상태에 응답하여, 전기적 제어 개폐 스위치(52)는 스위치들(45, 48, 49)
의 통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50/60 Hz 교류 전류를 콘센트(32)에 선택적으로 인가한다. 원격제어 수신
기 회로(43)로부터 연결선(51)을 통하여 공급되는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그리고 도 1의 수상기 전면에 있
는 스위치(25)의 상태에 응답하여, 전기적 제어 개폐 스위치(53)는 스위치들(45, 48, 49)의 통전으로 이
용할 수 있게 된 50/60 Hz 교류 전류를 콘센트(33)에 선택적으로 인가한다.

도 3의 회로의 나머지 부분은 종래의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스위치들(45, 48, 
49)의 통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50/60 Hz 교류 전류는, 전력선 전압을 정류하고 여파하여 수평편향 발
진부(55) 및 수평편향 증폭부(56)에 공급할 직류 동작 전압을 생성하는 무변압기 저전압 전원(54)에, 공
급된다. 상기 수평편향 증폭부(56)는, 2차 권선이 컬러 음극선관(40)의 자기 편향 요크(57)내에 있는 수
평 소인(Horizontal-Sweep) 코일에 수평 소인용 톱니파 신호를 공급하는, 수평출력변압기를 포함한다. 톱
니파 전압은 (상기 수평출력변압기의 2차권선에 부트스트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기 수평출력변압기 3
차 권선으로부터 고전압 전원(58)에 공급되는데, 상기 고전압 전원(58)은 컬러 음극선관(40)에 초고전압
을 공급하며 종래로부터 그 내부에 전압 3배기(Voltage Tripler)를 포함한다. 상기 수평출력변압기는, 상
기 저전압 전원 회로(59)에서 정류하고 여파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의 나머지 부분에 인가할 전압을 공급하
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권선을 포함한다. 상기 수평출력변압기는 50/60 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주전원의 전력보다는 15 KHz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력을 변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 교류 전류를 
저전압 전원 회로(59)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에는 철심이 덜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전원 회로(59)에서 
공급되는 직류 동작 전압으로부터 교류 리플의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어 상기 리플을 감소시키기 위한 캐
패시터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전압 전원 회로의 중량이 감소된다. 이러한 중량 감소는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정류되어 여파될 전압을 공급하기 위
해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권선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저전압 전원 회로(59)에 전기적 아이솔레이션을 하
게 되면, 소위 "핫 섀시(Hot Chassis)"형의 모든 무변압기 전원에 있어서와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의 제어
부에 인가되는 주전원전압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안테나 접속부(34)에서 수신되는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는 튜너(60)에 공급되는데, 상기 튜너(60)의 튜닝
은 도 1의 수상기 전면에 있는 키(24)나 접속선(61)을 통해 원격제어 수신기 회로(43)로부터 공급되는 신
호에 의해 조절된다. 상기 튜너(60)는 방송 채널은 물론 케이블 채널도 수신할 수 있는 전역 통과 튜너인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920 MHz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수상기 캐비닛(10)내에 있는 소형 안테나(601)로 재
전송된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회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튜너(60)는 고주파 텔레
비전 신호를 선택하고 이를 45 MHz의 영상 중간주파수 신호로 변환하여, 변환된 신호를 영상 중간주파수 
증폭부(62)로 출력한다. 증폭된 중간주파수 영상신호는 영상 검출부(63)에 공급되어, 복합 영상 신호와 
주파수 변조된 4.5 MHz의 음성 중간주파수 신호를 복구하기 위해 복조되는데, 상기 복구된 복합 영상 신
호는 복합 영상 증폭부(64)에 공급되고 상기 음성 중간주파수 신호는 음성 중간주파수 증폭부(65)에 공급
된다. 증폭된 음성 중간주파수 신호는 FM 음성 검출부(66)에 공급되는데, 상기 FM 음성 검출부(66)는 기
저대역의 음성 신호나 복합 스테레오 신호를 검출하여 스테레오 검출부(67)에 공급한다. 스테레오 검출부
(67)는 도 1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좌측 도어(13)에 있는 스피커(14-16)를 구동하기 위한 신호를 공급하는 
좌측 오디오 증폭부 회로(68)에 좌측 음성신호를 공급한다. 스테레오 검출부(67)는 또한 도 1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우측 도어(17)에 있는 스피커(18-20)를 구동하기 위한 신호를 공급하는 우측 오디오 증폭부 회
로(69)에 우측 음성신호를 공급한다. 좌측 오디오 증폭부 회로(68) 및 우측 오디오 증폭부 회로(69)는 각
각 접속선들(70, 71)을 통하여 원격제어 수신기 회로(43)로부터 각각의 볼륨 제어 신호를 받아들인다.

동기 펄스 분리부(72)는 복합 영상 증폭부(64)로부터 공급된 증폭된 복합 영상 신호에서 동기 펄스를 분
리한다. 이 동기 펄스는 수평 AFC 회로(73)에 공급되고, 상기 수평 AFC 회로(73)는 이로부터 자동 주파수 
조절 신호(AFC)를 발생한다. 이 AFC 신호는 수평 편향 발진부(55)에 인가되어, 그 기본 발진 주파수를 수
평라인 스캐닝 주파수와 일치되도록 레귤레이션하게 된다. 동기 펄스 분리부(72)로부터 공급되는 동기 펄
스는 수직 적분부(74)에 인가되고, 수직 적분부(74)는 주입 잠금 신호(Injection Locking Signals)를 발
생하여 수직 편향 발진부(75)에 공급함으로써, 톱니파 주파수가 수직 필드 소인 주파수와 일치되도록 하
게 된다. 상기 수직 톱니파는 수직편향 증폭부(76)에 의해 증폭되고, 상기 수직편향 증폭부(76)는 수직 
소인용 톱니파 신호를 컬러 음극선관(40)의 자기 편향 요크 내에 있는 수직 소인 코일에 인가하게 된다. 
다이나믹 컨버젼스 시스템(77)은 입력으로써 수직편향 증폭부(76)와 수평편향 증폭기(56)로부터 각각 수
직 소인용 톱니파 신호와 수평 소인용 톱니파 신호를 받아들인다.

복합 영상 증폭부(64)로부터의 복합 영상 신호는 휘도/색 분리회로(78)에 공급된다. 색 동기 회로(79)는 
상기 분리회로(78)로부터 분리된 색 신호를 받아들이고, 동기 펄스 발생기(72)의 출력 신호 중 수평 동기 
펄스에 응답하여, 국부 색 발진기(3.58MHz)의 발진신호를 동기시키기 위해 분리된 색 신호 중에서 색 버
스트 부분(Color Burst Portions)을 선택한다. 상기 발진신호는 동기 회로(79)로부터 색검출 회로(80)에 
공급되어, 분리회로(78)로부터 색 검출 회로(80)에 공급된 분리된 색신호를 동기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분리된 색신호를 동기 검출하면, 색/휘도 분리회로(78)로부터 출력되는 분리된 휘도 신호와 함께 색 매트
릭스 및 영상 증폭 회로(81)로 공급되는 색차신호들이 생성된다. 이 색 매트릭스 및 영상 증폭 회로(81)
는 색차신호들을 분리된 휘도신호와 결합하여, 증폭된 후 컬러 음극선관(40)내에서 적녹청 전자총들로부
터의 전자방출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적녹청 색신호들을 발생한다. 흑백방송이나 매우 미약한 컬러방송
을 수신하는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색 버스트 신호가 오랫동안 없는 경우에는, 색 검출 회로(80)에서의 
분리된 색신호 검출은 중단되고, 색 매트릭스 및 영상 증폭 회로(81)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단색으로 표
시되도록 컬러 음극선관(40)에서의 적녹청 전자총의 전자방출을 제어한다.

도 4는 도어에 스피커를 구비한 도 1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좌측 도어(13)의 상
부 도어 힌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도 4에서는, 도면의 좌측에 있게 되는 경사면 프레임(21)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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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부는 이를 절단하고 도시하였다. 상기 도어(13)는 내측부(131)와 외측부(132)를 구비하는데, 상기 내
측부(131)와 외측부(132)는 별개의 플라스틱 몰딩으로 성형되어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결합되고 북형이나 
기타 특수한 형상을 가지는 복수의 나사들(130: 이중 하나가 도시되어 있음)에 의해 조여져 있게 된다. 
상기 내측부(131)와 외측부(132)는 각각 "핀과 눈(Pin and Eye)" 방식 힌지 장치의 핀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133, 134)을 구비하는데, 힌지 장치의 눈(210)은 도 4의 참조번호 211로 표시
되어 있는 도어(13)의 힌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경사면 프레임(21)내에 몰딩되어 있거나 경사면 프
레임(21)의 개방부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도어(13)의 내측부(131)와 외측부(132)에 있는 힌지 핀 부분
(133, 134)은, 좌측 음성 증폭기 회로(68)로부터 스피커들(14, 15, 16)을 연결하는 스피커 연결선(680, 
681, 682, 683)이 좌측 도어(13)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힌지 핀 내에 구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형
되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 도어(13)의 내측부(131)와 외측부(132)의 힌지 핀 부분(133, 134)에 의해 형성
되는 힌지 핀은 기본적으로는 원주형으로 되어 있고, 양 단부에 평탄부(135)를 구비한다. 금속 슬리브
(136)는 내측부(131)와 외측부(132)의 힌지 핀 부분(133, 134)이 견고하게 맞추어지도록 해서, 힌지 핀이 
그 속이 비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높게 하고, 한편 도어(13)의 내측부(131)와 
외측부(132)의 결합 상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도어(13)의 내측부(131)와 외측부(132) 중 어느 하나
가 다른 하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한 후 금속 슬리브들에 의해 고정되도록 하고 나사들
(13)을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도 가능하다. 참조번호 136과 같은 금속 슬리브는 힘에 의해서만 힌지 핀 부
분에 맞추려 하는 대신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힌지핀 부분에 접합시킬 수도 있다. 금속 슬리브(136)상의 
평탄부는 압축 스프링(212)의 가변 단부와 접하고 있어서, 도어(13)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도어가 소정 
각도에서 닫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상기 압축 스프링(212)을 누르게 된다. 한편 상기 스프링(212)의 
고정 단부는 리벳(213, 214)에 의해 경사면 프레임(21)의 좌측에 리벳접합되어 있다. 도 3의 좌측 도어 
잠금 스위치(48)는 도 4에서는 에폭시 접합제 등에 의해 압축 스프링(212)에 부착되는 마이크로스위치
(480)로 도시되어 있다. 압축 스프링(212)이 금속 슬리브(136)의 평탄부와 접하게 되면, 마이크로 스위치
(480)의 레버 암(481)은 이완된 위치에 있게 되고, 전선들(482, 483)사이의 도전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압축 스프링(212)이 금속 슬리브(136)의 곡면부와 접하게 되면, 마이크로 스위치(480)의 레버 암(481)은 
이완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시 압축 스프링(212)이 금속 슬리브(136)의 평탄부와 접하
게 될 때까지 마이크로 스위치(480)는 전선들(482, 483)사이의 도전경로를 차단하게 된다.

단순하고 또 구성이 단순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도 1에 도시된 단순한 도어들(13, 
17)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좌우측의 스피커가 더욱 멀어지게 설계된다면 보다 양질의 스테레오 음향 분
리를 행할 수 있다.

도 5는 좌측 도어(13)가 변형된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도어의 내측부(131)와 외측부(132)는 슬라이
딩 도어부(1370)를 수용하는 케이스를 형성하는 내측부(1310)와 외측부(1320)로 대체되었다. 상기 슬라이
딩 도어부(1370)는 스피커들(14-16)의 위치가 캐비닛(1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전개되도록 
빼내어질 수 있다. 도 5의 변형된 좌측 도어는 유사하게 변형된 우측 도어(17)와 함께 사용된다.

도 6은 좌측 도어(13)가 변형된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도어의 내측부(131)와 외측부(132)는 펼쳐지
는 제2 패널(1371)을 수용하는 케이스를 형성하는 제1 패널의 내측부(1311)와 외측부(1321)로 
대체되었다. 상기 펼쳐지는 제2 패널(1371)은 스피커들(14-16)의 위치가 캐비닛(10)으로부터 더 멀리 떨
어진 곳에 있게 전개되도록 선회축(1372)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 상기 선회축(1372) 중 하나 또는 
모두에는 스피커 연결선을 꿰어 지나가게 하기 위한 구멍이 구비될 수 있다. 좌측 도어의 제2 패널(137
1)은 제1 패널과 접혀지게 되고, 이와 같이 접혀진 결합체는 디스플레이 스크린(12)의 좌측 절반 위에 닫
아지게 된다. 도 6의 변형된 좌측 도어는 이와 유사하게 변형되어 제1 패널과 제2 패널을 구비하는 우측 
도어(17)와 함께 사용되는데, 우측 패널의 제2 패널은 제1 패널과 접혀지게 되고 이와 같이 접혀진 결합
체는 디스플레이 스크린(12)의 우측 절반 위에 닫아지게 된다.

도 7은 도 1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도어들에 대한 래치 장치의 단면도로서, 경
사면 프레임(21)과 후면 외피(29)의 우측 부분이 닫혀진 우측 도어(17)와 함께 절개되어 있다. 상기 도면
에 있어서, 단면은 닫혀진 좌측 도어(13)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닫혀진 우측 도어(17)를 통해 전후방향으
로 취해졌는데, 도면에서 닫혀진 좌측 도어(13)는 도시되어 있지 않다. 도어(17)는 내측부(171)와 외측부
(172)를 구비하는데, 이들은 별개의 플라스틱 몰딩으로 성형된후 결합된다. 닫혀진 도어(17) 내측부(17
1)의 내면 위쪽에 있는 슬롯(87)은 이 단면도에 도시되어 있다. 단면이 슬롯(87)의 단부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스프링 멈추개(82) 및 푸시 버튼(84)은 도 7에서 절개되지 않은 채 도시되었다. 스프링 멈추개
(82)는 탄력성 있는 플라스틱이나 스프링 금속으로 성형된다. 스프링 멈추개(82)의 고정 단부는 에폭시 
접착제와 나사를 사용하여 경사면 프레임(21)의 내부면에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상기 나사는 스프링 
멈추개(82)에 있는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관통한 후, 경사면 프레임(21)의 내부면에 형성되어 있는 크기
가 작고 끝이 막혀있는 구멍 속으로 조여진다. 스프링 멈추개(82)의 가변 단부는 끝이 구부러져 있으며
(Hooked), 상기 구부러진 단부는 닫혀진 도어들(13, 17)의 내측면 뒤에 있는 그루브와 결려 있도록 상기 
내측면에 있는 슬롯들(83, 87)의 위쪽에 안착된다. 푸시 버튼(84)을 누르면, 스프링 멈추개(82)가 휘어지
게 되고 구부러진 단부가 그루브로부터 풀리게 되며, 이에 따라 압축 스프링들(85, 86; 도 1에는 도시되
어 있지만 도 7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이 도어들(13, 17)을 튀어 열리게 하게 된다.

도 8은 음극선관 대신에 액정 컬러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방 사시도이다. 상기 수상기는 운반 중에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13, 17)를 구비하고 
있고, 도어(13, 17) 상에 스테레오 스피커(14-16, 18-20)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도어는 디스플레이 장치
(120)의 좌우측으로 열린다. 도 8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캐비닛(100)은 도 1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캐비닛
(10)보다 상자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음극선관의 후단부를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캐비닛(100)은 주어진 화면 크기에 비해 전후 방향으로 좁은 치수를 가지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경사면 프
레임(210)은 도 1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경사면 프레임(21)보다 평평하게 될 수 있지만, 스피커(15, 19)상
의 돔이 그 안으로 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사면 프레임(210)은 여전히 사용된
다. 후면 외피(290)는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도 1의 텔레비전 수상기보다 직사각형에 가깝고 전후 방향
으로 길이가 짧다. 그렇지만, 후면 외피(290)의 뒷부분 구조는 후면 외피(29)의 뒷부분 구조와 유사하다. 
도  8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자회로는  액정  컬러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  사용되는  종래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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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상당한 크기(대각선 방향으로 25cm 또는 그 이상)의 액정 표시 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원가는 
현재 매우 높지만, 가까운 장래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액정 표시 장치의 가격이 높다는 사실
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보호하기 위한 도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더욱 확인해준다.

텔레비전 수상기에 본 발명을 실시하는 대신에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나 모니터에 실시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자회로 및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되는 해상도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게 된다. 컴퓨터는 전혀 다른 주변장치 접속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적외선 원격제어 장치 대
신에 주변장치는 키보드와, 마우스나 조이스틱 또는 라이트 펜(Light Pen)중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게 된
다. VCR 및 카메라 또는 안테나와의 접속을 위한 접속부대신에, 모뎀이나 프린터와의 접속을 위한 접속부
가 마련된다. 이 차이들은 전자회로 설계자들에게 자명한 것이다. 대체로 수직인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가
진 캐비닛을 설계하는 것,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좌우측으로 회전하여 열리는 도어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도어들에 스테레오 스피커를 포함시키는 것은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
레비전 수상기 또는 모니터를 특징지운다.

도 9 내지 도 13은 컬러 음극선관으로 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는 도어를 구비하고 있고, 도어 상에 장
착된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도어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우측으로 열리는 본 발명의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의 또 다른 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캐비닛(310)은 회전경사식(Swivel-and-Tilt)  받침대(311)위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받침대(311)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캐비닛(310) 저면부 앞쪽에 위치한 한 쌍의 다
리(345)와 캐비닛(310) 저면부 뒤쪽에 위치한 플랜지(도 13의 346)에 의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지지면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캐비닛(310)의 정면부는 도 1의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술한 음극선관과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디스플레
이 스크린(312)을 구비한다. 도 11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음극선관(309)은 후단부에서 디스
플레이 스크린(312)까지 연이어지는 목부분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캐비닛(310)도 
이에 상응하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도 9 내지 도 13의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트위터(314)와 미드-레인
지 스피커(316)가 좌측 도어(313)에 위치하고 있고, 트위터(318)와 미드-레인지 스피커(320)가 우측 도어
(317)에 위치하고 있다. 좌측 도어(313) 

및 우측 도어(317) 각각이 중역 및 고역에서의 스테레오 재생을 위한 스피커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퍼 
스피커(319)는 캐비닛(310)의 뒷부분 위쪽에 한 개가 장착되어 혼합된 저역 주파수를 제공하게 된다. 우
퍼 스피커(319)의 구동모터내에 있는 영구자석은 통상 다른 스피커들의 구동모터내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퍼 스피커(319)를  캐비닛(310)의  뒷부분 윗쪽에 장착하게 되면 구동모터내에 있는 영구자석
(M1)을 컬러 음극선관으로부터 더 떨어지도록 하게 되어, 디스플레이 스크린(312)이 배치되어 있는 컬러 
음극선관의 앞면유리 근처에서의 자기 조건(Magnetic Condition)이 왜곡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도 11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퍼  스피커(319)는  최대의  음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피커 하우징
(319')내에서 전면 위쪽을 향하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다.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은 스피커들(316, 320)이 리플렉스 동작을 하게 하는 음파 도관(Acoustic 
Conduit)을 제공하도록 형성되어, 음향학적 효율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그 구동모터들내에 있는 영구
자석의 크기를 작게 하고 그 자력이 적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이들 영구자석들이 컬러 음극
선관으로 하여금 색 순도 문제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좌측 및 우측 도어
들(313,  317)은  그  도어들  상에서  스피커들  아래의  도어  하단근처에  도  9에  도시된  음향 방출구들
(Acoustic Ports: 350, 351)을 구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상기 음향 방출구들(350, 
351)을 도어들 상에서 스피커들 위쪽의 도어 상단근처에 위치하게 할 수도 있다.  상기 음향 방출구들
(350, 351) 각각은 도 9 및 도 12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식탁용 소금그릇 구멍과 같은 구멍
을 가지고 있는 혼 형태(Horn-shaped)의 편장형 오목부로 형성된다. 도 12는 도어(313)의 단면도로서, 도
어(313)내의 음향 방출구(350)의 구멍(350')이 만입되어 있는 위치와 스피커(316)의 구동모터의 영구자석
(M2)을 보여준다. 도 9, 도 11 및 도 12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 각각은 전면 및 후면에서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부풀어 있다. 상기 부풀어진 형상은 트위터 및 미드-
레인지 스피커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어들이 열려 펼쳐졌을 때 내부적으로 음향이 스피커들
(316, 320)의 콘 후면으로부터 도어들(313, 137)의 전면 쪽으로 다시 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배치 하에
서, 스피커들(316, 320)의 콘 후면으로부터의 공기 흐름은 각각 음향 방출구들(350, 351) 근처로 보내어
져서,  스피커들(316,  320)의  콘  전면으로부터  직접  방사되는  음향과  보강되는  위상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 효과는 "리플렉싱(Reflexing)"으로 알려져 있다. 도어들(316, 320)이 베이스 즉 우퍼 스피커들
을 장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향 방출구들(350, 351)은 스피커들(316, 320)이 미드-레인지 리플렉스 
스피커로 동작하게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다른 대안에서는, 트위터들(314, 318)이 없다는 점에서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것과 다르게 되는데, 스피커들(316, 320)이 고역(Upper-frequency-range) 스피커이다. 이 대안에 
의한 실시예에서는, 도어들(313, 317)을 통과하는 음파 도관과 음파 단자들(350, 351)이 스피커들(316, 
320)로 하여금 고역 리플렉스 스피커로 동작하도록 한다.

도 1 내지 도 4 및 도 7에 도시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 각각은 캐비닛
(310)에 힌지에 의해 부착되어 있다. 힌지들(H, H')은 각각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의 전면이 캐
비닛(310)의 전면과 대략 평행해지게 상기 도어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기 도어들이 
이 위치를 넘어서 캐비닛(310)쪽으로 더 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더욱이, 상기 힌지들은 사용자가 도어
들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운반 도중에는 도어들이 쉽게 열리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 10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이 닫혀져 있을 때, 상기 도어
들은 운반 중에 입을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보호함과 아울러, 사용자 특히 디스플레
이 스크린을 복부에 대고 운반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게 된다.

도 9에 가장 잘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좌측 도어(313)는 정면부의 대략 구석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4
개의 보스들(360, 361, 362, 363)을 구비한다. 우측 도어(313)도 마찬가지로 좌측 도어(313)에 있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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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스들(360, 361, 362, 363)과 같은 위치에 4개의 보스들(360, 361, 362, 363)을 구비한다. 상기 보스
들(360, 361, 362, 363, 360, 361, 362, 363)은 도어에 형성되어 있는 오목부들에 꼭 맞추어진 고무 부재
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상기 오목부들은 각 도어(313, 317)의 구조부재의 결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임 기구(Fastner; 도시되지 않음)를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대량생산을 위한 본 발명의 실
시예에서는 나사머리가 이와 같은 오목부를 통해 접근(access)된다. 보스들은 도어들이 닫혀있을 때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의 내면과 경사면 프레임(321)에 긁힌 자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마찬가지
로 중요한 것은, 도어들이 텔레비전 수상기 조절 버튼 중 어느 것을 우연히 누르지 않도록 보스들이 도어
들과 경사면 프레임(321)의 외부면과의 간격을 적정 거리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경사면 프레임(321)은 경사면이 깊은 구조로 되어있다. 경사
면의 깊이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 5cm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좌측 및 우측 도어 내에서의 
트위터(314, 318) 및 미드-레인지 스피커(316, 320)의 장착 위치와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캐비닛(310)의 
전면으로 부터 깊은 경사면 프레임 내로 만입된 거리는,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이 닫혀졌을 때 
상기 스피커들의 영구자석들이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면으로부터 수 센티미터 떨어져 있도록 정해진다. 이
에 따라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이 닫혀있을 때 스피커 영구자석과 디스플레이 스크린 면이 가까
울 경우 생길 수 있는 색 순도 손실이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이 열렸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게 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와는 대조적으로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주요 조절장치들이 경사면 프레임(321)의 창(Opening)에 있는 대신에 경사면 프레임(21)의 전면에 위치한
다.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의 조절장치들은 GX 모드를 위한 부시 버튼(322), 메뉴 버튼(323), 음량 조절 
버튼(324),  채널 선택 버튼(325)  및 전원 온/오프 버튼(P)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경사면 프레임
(321)의 전면부는 전원이 온(ON)되어 있는지, 우퍼가 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라운드 음향 기능이 활성상
태인지 등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등(L)을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가 표준형 헤드폰을 삽입할 수 있도록, 
헤드폰 잭 또한 경사면 프레임(321)의 전면부에 구비될 수 있다. 도 1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도 1에 도
시된  원격조절장치(28)와  유사한)  원격조절장치로부터의  원격조절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적외선 센서
(370) 또한 경사면 프레임(321)의 전면에 위치한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뒤쪽에는, 캐비닛(310)에 토끼 귀 형태의 안테나(381)를 꽂기 위한 소켓을 구비한 연
장부(380)가 형성될 수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가 어린이에 의해 사용될 때, 부모는 수상기가 플로어에 놓
여있을 때 어린이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기 안테나(381)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표준
형 오디오/비디오 잭 및 관련 입출력부들이 도 13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참조번호(390)로 표시
되어 있다.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텔레비전 수상기의 캐비닛(310)은 수상기 내에서 발생한 열이 빠질 수 있도록 
환기 구명(V)을 포함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것에 관하여 특히 도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회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적절한 회로에 대해 이전 실시예의 도 3이 참조된다. 적
절한 코드 및 플러그(도시되지 않음)도 마찬가지로 포함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받침대(311)는 그 위에서 캐비닛(310)이 회전가능하고 경사지게 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설계된다. 도 9 내지 도 11 및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받침대(311)는 환상의 받침대(311
A)와, 중앙의 중심부재(311C)까지 내측으로 연이어진 복수의 방사방향 스포크(311B)로 구성된다. 중앙의 
중심부재(311C)는, 텔레비전 캐비닛(310)에 착탈가능하게 장착된 돔(Dome)형 부재(395)를 다시 이동가능
하게 수납하는 접시형상의 상부면을 구비한다. 받침대(311)의 회전 경사식 형상은, 화면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외에, 텔레비전이 설치되는 면에서 상기 받침대(311)를 미끄러져 움직이게 할 필요없이 스테레오 음
향이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방사되도록 좌측 및 우측 도어들(313, 317)에 위치한 스피커들의 방
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이에 따른 우퍼 스피커(319)의 이동도 스테레오 음향 재생에 관한 한
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행해진다. 이러한 특징은, 도어들에 장착된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비한 텔레비전 수
상기나 컴퓨터 모니터 등의 스테레오 음향 재생 장치가 미려하게 목재 마감(Fine Wood Finish)되었거나 
이와 비슷한 표면위에 설치되어 있을 때 유익한데, 이러한 표면은 스테레오 음향 재생 장치가 그 위에서 
미끄러질 경우 긁힌 자국이 쉽게 생기기 때문이다.

도 9 내지 도 13에 도시된 실시예는 우퍼(319)가 캐비닛(30)의 뒤쪽 상단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지만, 대안으로서 우퍼(419)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형된 받침대(411)에 위치할 수도 있다. 다
른 대안으로서, 상기 우퍼(419)는, 변형된 받침대(411)를 지지하는 표면을 향하도록 하방으로 향하는 호
른(Horn Drive)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을 수 있고 좌측 및 우측으로 열려지는 도어들을 구비하고 도어들 위에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포함하며 도어들이 펼쳐진 위치로 열렸을때 스테레오 스피커들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되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콘솔형 즉 상자형 캐비닛이, 본 발명의 추가적인 실시예로써 예기된다. 너
무 크거나 너무 무거워 어린이가 운반할 수는 없지만,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덮을 수 있고 좌측 및 우측으
로 열려지는 도어들을 구비하고 도어들 위에 스테레오 스피커들을 포함하며 도어들이 펼쳐진 위치로 열렸
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들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되는 휴대형 텔레비전 수상기들도, 마찬가
지로 본 발명의 실시예들로써 예기된다.

다음의 특허청구범위에 있어서,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라는 어
구는 일반적인 장치군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상기 일반 군은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들을 포함하고, 어린이에 의해 운반가능한 컴퓨터 모니터들을 포함하며, 텔레비전 수상기 
및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합기능을 가진 장치들을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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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색의 형광체 패턴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하고 있는 컬러 음극선관; 상기 디스플
레이 스크린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적 신호들을 상기 음극선관에 공급하는 비디오 회로; 좌측 및 
우측 음성 신호들을 공급하는 오디오 회로; 그 정면에서 보았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노출되도록 
상기 음극선관을 둘러싸고 있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직이고 정면에
서 보았을 때 좌측부 및 우측부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상기 정면과 함께 좌측면과 우측면을 구비한 캐
비닛;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좌측으로
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는 좌측도어;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
크린의 우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우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
로 개폐되는 우측도어; 상기 좌측 도어에 장착되어 있고, 상기 좌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며, 상기 좌
측 도어가 펼쳐진 위치로 열렸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되고, 영구적으로 자화되어 
있거나 영구적으로 자회되기 쉬운 내부의 요소와 함께 전자식 모터를 구비하고 있는 상기 우측 도어에 장
착되어 있고, 상기 우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며, 상기 우측 도어가 펼쳐진 위치로 열렸을 때 상기 디
스플레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되고, 영구적으로 자화되어 있거나 영구적으로 자화되기 쉬운 내부의 요소
와 함께 전자식 모터를 구비하고 있는 우측 스피커;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둘레에 있는 한 조의 디가
우싱 코일들; 및 다음 조건들

(a)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 전원이 공급될 것

(b) 상기 우측 도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열릴 것

(c) 상기 좌측 도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열릴 것

이 동시에 만족된 직후에 일정시간 동안 상기 디가우싱 코일들에 디가우싱 전류를 공급하는 회로; 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휴대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측 도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열리고 동시에 상기 좌측 도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열리었을 때에만,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 전력
을 공급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4 

디스프레이 스크린을 구비한 텔레비전 표시 장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전
기적 신호들을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에 공급하는 비디오 회로; 좌측 및 우측 음성 신호들을 공급하는 
오디오 회로; 그 정면에서 보았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노출되도록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를 
둘러싸고 있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직이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
측부 및 우측부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상기 정면과 함께 좌측면과 우측면을 구비한 캐비닛;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좌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며, 상기 캐비닛에 힌지로 결합된 단부의 반대쪽 단부로부터 펼쳐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제1 섭동 부재를 내부에 구비하고 있는 좌측 도어;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우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우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한
지로 개폐되며, 상기 캐비닛에 힌지로 결합된 단부의 반대쪽 단부로부터 펼쳐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제2 
섭동 부재를 내부에 구비하고 있는 우측 도어; 상기 좌측 도어내의 상기 제1 섭동부재에 고정 장착되어 
있고, 상기 좌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며, 상기 좌측 도어가 펼쳐진 위치로 열렸을 때 상기 디스플레
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되는 좌측 스피커; 및 상기 우측 도어내의 상기 제2 섭동부재에 고정 장착되어 
있고, 상기 우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며, 상기 우측 도어가 펼쳐진 위치로 열렸을 때 상기 디스플레
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되는 우측 스피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
터 모니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휴대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액정 컬러 표시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도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7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한 텔레비전 표시 장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전
기적 신호들을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에 공급하는 비디오 회로; 좌측 및 우측 음성 신호들을 공급하는 
오디오 회로; 그 정면에서 보았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노출되도록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를 
둘러싸고 있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직이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
측부 및 우측부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상기 정면과 함께 좌측면과 우측면을 구비한 캐비닛;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좌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고, 서로 접혀져서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 절반을 덮을 수 있
는 제1 접힘 결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제1 및 제2 패널을 구비하되, 상기 제1 패널은 그 제1 단부가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 좌단부 근처에서 상기 캐비닛에 힌지 결합되어 있고 그 제2 단부가 상기 제2 패널의 
제1 단부에 힌지 결합되어 있는 좌측 도어; 상기 제1 접힘 결합체 내부로 접혀질 수 있도록 상기 좌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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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제2 패널에 고정 장착되어 있고, 상기 좌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좌측 스피커; 닫혀졌을 때에
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우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우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고, 서로 접혀져서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 절반을 덮을 수 있는 제
2 접힘 결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제1 및 제2 패널을 구비하되, 상기 제1 패널은 그 제1 단부가 상기 디스
플레이 스크린 우단부 근처에서 상기 캐비닛에 힌지 결합되어 있고 그 제2 단부가 상기 제2 패널의 제1 
단부에 힌지 결합되어 있는 우측 도어; 및 상기 제2 접힘 결합체 내부로 접혀질 수 있도록 상기 우측 도
어의 제2 패널에 고정 장착되어 있고, 상기 우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우측 스피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휴대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9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한 텔레비전 표시 장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전
기적 신호들을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에 공급하는 비디오 회로; 좌측 및 우측 음성 신호들을 공급하는 
오디오 회로; 그 정면에서 보았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노출되도록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를 
둘러싸고 있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상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직이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
측부 및 우측부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상기 정면과 함께 좌측면과 우측면을 구비한 캐비닛; 상기 디스
플레이 스크린을 제외하고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를 둘러싸고 있는 상기 캐비닛이 그 위에 장착되고, 
그 내부에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의 전원 코드의 스프링 코드 와인더가 수납되어 있는 
받침대;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좌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좌측으
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는 좌측 도어;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우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우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
지로 개폐되는 우측도어; 상기 좌측 도어에 장착되어 있고, 상기 좌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며, 상기 
좌측 도어가 펼쳐진 위치로 열렸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되는 좌측 스피커; 및 상기 
우측 도어에 장착되어 있고, 상기 우측 음성 신호에 의해 구동되며, 상기 우측 도어가 펼쳐진 위치로 열
렸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측면에 있게 되는 우측 스피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
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는 휴대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대는 경사식(Tilt) 또는 회전식(Swivel) 또는 회전경사식(Swivel-and-Tilt) 받
침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920 MHz 반송파로 재전송된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튜너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920 MHz 반송파로 재전송된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튜너는 상기 캐비닛 
내에 위치한 내부 안테나로부터 재전송된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4 

표면을 가진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구비하는 음극선관; 그 정면에서 보았을 때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표면이 노출되도록 상기 텔레비전 표시 장치를 둘러싸고 있되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상적으로 보았
을 때 대체로 수직이 되게 장착되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부 및 우측부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상기 
정면과 함께 좌측면 및 우측면과 또 하나의 면을 구비한 캐비닛;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
린의 좌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닛의 좌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는 좌측도어; 닫혀졌을 때에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우측부를 덮고 열렸을 때에는 상기 캐비
닛의 우측으로부터 펼쳐지도록, 상기 캐비닛으로부터 힌지로 개폐되는 우측도어; 상기 좌측 도어에 장착
되어 있는 좌측 스피커; 상기 우측 도어에 장착되어 있는 우측 스피커; 및 상기 캐비닛의 상기 면들 중 
하나에 이웃하여 상기 캐비닛 내에 장착되어 있는 또 하나의 스피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
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닛을 지지하는 지지 받침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
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닛은 상기 지지 받침대상에서 회전될 수 있거나, 또는 기울어질 수 있거나, 
또는 회전될 수 있고 기울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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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스피커는 우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캐비닛은 상부면을 포함하며, 상기 우퍼는 상기 상부면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컴퓨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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