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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용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

(57) 요약

본 발명에 따라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용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는,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오디오 신호

를 디지털 처리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디지털 앰프와, 상기 디지털 앰프와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적어도 하나

에 전원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포터블 스피커 장치를 통해 훨씬 음질이 개선된 오디오

신호를 경험할 수 있고,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장시간 휴대하여 사용할 시에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포터블 스피커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도

등록특허 10-0694158

- 1 -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용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로서,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에 음장 효과를 제공하는

2채널 버츄얼라이저와,

상기 2채널 버츄얼라이저로부터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디지털 앰프와,

상기 디지털 앰프와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적어도 하나에 전원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는 항상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로 전원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는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로 전원을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2채널 버츄얼라이저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신호의 클리핑을 방지하기 위한 DRC(Dynamic Range

Control)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용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들어, 사용자들은 휴대하기 용이한 각종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휴대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들은 원하는

멀티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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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일반적인 각종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의 구성에는 사용자가 음악이나 영화의 오디오 신호를 듣기 위해 사용되는

구성요소로서 이어폰이나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내장된 작은 스피커가 들었다.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라 내장된 작은 스피커(110)를 통해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미디어 기기(100)의 일 예를 나

타낸다.

도 1b는 종래 기술에 따라 이어폰(120)을 통해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미디어 기기(100)의 일 예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할 때에 이어폰 또는 내장되어 있는 작은 스피커

만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므로 일반 스피커로 듣는 듯한 음질을 경험할 수 없으며, 공간감이나 버츄어라이저

(Virtualizer) 효과 등의 특수효과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가지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기의 배터리를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

태에서 장시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럴 때에는 기기의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사용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MP3 플레이어나 PMP 와 같은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이어폰 출력 외에 스피

커 출력 시스템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이즈를 최소화하면서도 많이 기능이 집

적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의 특성상 아날로그 오디오 앰프나 스피커 유닛을 위하여 그 부피를 늘이는 것이 상당

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앰프시스템이나 스피커 유닛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스피커 출력 시스

템이 있는 MP3 플레이어나 PMP는 대부분 모노가 많으며 스테레오 출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좋지 못하여 배터리

소모량 또한 많아서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종 포터블 멀티미디어기기를 이용할 시에 사용자가 개선된 음질을 듣고 싶어하거나 기기에 추가적인 배터리를

제공하고자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스피커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용자가 각종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휴대하여 사용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시청할 때에 이어폰, 또는 내장 스피커를 사용하여 좋지 못한 음질을 경험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개선된 음질과 다양한 3D 사운드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또한,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휴대하여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소모되었을 때에도 포터블 스피커를 통해 추가

적인 배터리 팩을 제공할 수 있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용되는 포터블 스피커 장치로

서,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여

스피커로 출력하는 디지털 앰프와, 상기 디지털 앰프와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적어도 하나에 전원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상기 배터리는 항상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로 전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배터리는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전원이 부족한 경우에 상기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로 전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오디오 신호에 음장 효과를 제공하는 버츄얼라이저 또는 오디오 신호의 클리핑을 방지하기 위한 DRC

(Dynamic Range Control)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가 설치된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의 일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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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가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에 설치된 결합 상태를 나타낸

다.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의 스테레오 잭 등과 같은 커넥터를 통해 오디오의 left, right 신호를 보내면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는 이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처리하여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에는 고성능/고출력의

디지털 앰프를 채용함으로써 기존에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에 내장되어 있던 스피커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에는 배터리를 장착함으로써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 자체의 내장 배

터리가 부족할 때에 이를 포터블 스피커 장치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가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로부터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로 오디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연결은 스테레오 잭이나,

유니버설 잭(Universal Jack) 또는 전용 닥(Dock) 등 각종 종류의 커넥터의 이용을 통해 가능하다.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가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에 전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커넥터로는 양극(+), 음극

(-), 그리고 그라운드(GND)를 포함하는 커넥터를 이용할 수 있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의 일 예를 나타낸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는 2채널 버츄얼라이저(210), DRC(220), 디지털 앰프

(230), 배터리(240), 스피커(250,251)를 포함한다.

2채널 버츄얼라이저(210)는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로부터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에 음장 효과를 제공하고 출력 신호를 DRC(220)로 출력한다.

DRC(Dynamic Range Control)(220)는 2채널 버츄얼라이저(210)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너무 클 경우 디지

털 앰프에서 신호가 클리핑(clipping)되지 않도록 오디오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Dynamic Range)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며, 출력 신호를 디지털 앰프(230)로 제공한다.

디지털 앰프(230)는 PWM 컨버터(231), 스위칭부(232), 저역통과필터(233)를 포함한다.

PWM 컨버터(231), 스위칭부(232), 저역통과필터(233)로 구성된 디지털 앰프는 PCM(Pulse Code Modulation) 신호와

같은 진폭이 작은 디지털 입력 신호를 펄스폭변조(Pulse Width Modulation)하여 PWM 신호로 변조한 후, FET(Field

Effect Transistor)와 같은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사용한 증폭회로를 이용하여 상기 PWM 신호의 진폭을 대용량으로 증폭

한 다음 저역통과 필터(LPF)에 의해 복조된 오디오용 아날로그 신호를 스피커로 출력하는 증폭기이다.

PWM 컨버터(231)는 DRC(220)로부터 수신한 아날로그 신호를 PWM 변조하여 스위칭부(232)로 제공한다.

스위칭부(232)는 배터리(240)로부터 고전원을 인가받아, PWM 컨버터(231)로부터 출력된 소출력 PWM 신호를 대출력

PWM 신호로 PWM 신호의 진폭을 증폭시켜 저역통과필터(233)로 출력한다.

저역통과필터(233)는 스위칭부(232)로부터 대출력 PWM 신호를 수신하여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하고 복원된 아날

로그 신호를 스피커(250,251)로 출력한다.

스피커(250,251)는 저역통과필터(233)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여 음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앰프는 일체의 회로가 하나의 칩으로 집적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의 사이즈

를 작게 할 수 있다.

배터리(240)는 이러한 디지털 앰프(230)로 전원을 공급하며, 또한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로 전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포터블 스피커에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 자체의 내장 배터리가 부족할 때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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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스피커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가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이

때 포터블 스피커가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배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커넥터는 Vcc 및 그라운드(GND)를

포함하는 커넥터를 이용한다.

또한, 포터블 스피커 자체의 Mute 기능을 추가하여 스위치등을 이용하여 Mute 기능을 온/오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과,

포터블 스피커내의 2 채널 버츄얼라이저 기능을 별도로 온/오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도 3에 도시된 포터블 스피커 장치의 일 예는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가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로부터 항상 전원

을 공급받는 경우의 일 예를 나타내지만, 소정의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의 전원이 부족한 경

우에만 포터블 스피커 장치(200)의 배터리 전원이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로 제공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포터블 멀티미디어기기(100)는 MP3 디코더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 재생부(130)와 내부 배터리(140)를 포함한다. MP3

디코더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 재생부(130)는 MP3 데이터를 디코드하여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재생을 한다. 내부 배터리

(140)는 MP3 디코더 및 디지털 오디오 신호 재생부(130)로 파워를 제공하며 또한, 포터블 스피커/배터리 충전기(200)로

부터 배터리 충전 파워를 공급받는다.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의 도킹 잭(Docking Jack)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기기가 Left, Right 신호 또는 5.1 채널과 같이 2-

N개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내보내면 포터블 스피커는 이 신호를 받아서 스피커로 음성을 출력하게 된다. 또한 포터블 스

피커는 일반 아날로그 앰프에 비해 작으면서도 고성능/고출력을 가지는 디지털 앰프 시스템을 채용함으로써 기존에 포터

블 멀티미디어 기기에 내장되어 있던 스피커보다 훨씬 뛰어난 음질과 높은 출력을 가지게 된다.

도 4는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와 포터블 스피커를 연결하는 도킹 잭의 예를 나타낸다.

도 4에 도시된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와 포터블 스피커를 연결하는 도킹 잭(300)의 경우는 멀티 채널 인터페이스로서 오

디오 신호 데이터 전송 핀(320)을 통해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100)로부터 포터블 스피커 장치

(200)로 전송하고, 또한 포터블 스피커내에 있는 별도의 배터리전원(240)으로부터 포터블 멀티미디어기기(100)쪽으로 파

워를 공급하여 플레이어의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배터리 전송 핀(310)을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할 때 단순히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이나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고출력의 디지털 앰프가 채용된 스피커를 통하여 오디오

신호를 듣게 됨으로써 훨씬 음질이 개선된 오디오 신호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버츄얼 스피커/스테레오 다이폴(Stereo Dipole) 등의 버츄얼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스피커를 휴대하여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포타블 멀티미디어 기기를 장시간 휴대하여 사용할 시에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포터블 스피커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

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MP3 플레이어 및 PMP/PMC 인터페이스의 강화 효과를 시킬 수 있다.

또한, DRC의 사용으로 신호의 클리핑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 기술에 따라 내장된 작은 스피커를 통해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일 예,

등록특허 10-0694158

- 5 -



도 1b는 종래 기술에 따라 이어폰을 통해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일 예,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가 설치된 포터블 멀티미디어 기기의 일 예,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포터블 스피커 장치의 일 예,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도킹 잭의 구성.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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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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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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