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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

요약

본 발명은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Audio

Gateway)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통해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블루투스 헤

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Audio Gateway)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그 이동통신 단말기와 헤드셋 프로파일이 적용된 블루투스 헤드셋간의 통신을 통해 그 블루

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정주기 간격으로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감지하는 과

정과; 상기 감지된 배터리 잔량에 따른 배터리 잔량정보를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

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측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수신한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

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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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은 종래 블루투스 헤드셋과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간의 수신(a) 및 발신(b)에

대한 일 실시예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 표시방법을 보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AG 단말기에 표시되는 HS의 배터리 잔량을 보인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 표시방법을 보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Audio

Gateway)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를 통해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블루투스 헤

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많은 블루투스 헤드셋(bluetooth headset, 이하 "HS"라 표기함) 장치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데, 이 HS는 사용자

가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화할 때 쉽고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종래 HS와 블루투스 오

디오 게이트웨이 기능이 지원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이하, "AG 단말기"라 표기함)간의 음성 통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 HS와 AG 단말기를 이용한 음성통화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의 (a)는 AG 단말기에서 음성 호 신호를 수

신하고, HS에서 음성 통화를 수행하는 경우의 HS와 AG 단말기간의 신호흐름도이고, 상기 도 1의 (b)는 HS에서 AG 단말

기로 연결하여 음성통화를 수행하는 경우의 HS와 AG 단말기간의 신호흐름도이다.

우선 도 1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AG 단말기에 음성 호 신호가 수신되면, AG 단말기에서 HS로 연결(connection

establishment)하고 음성 호 신호가 수신되었음 알린다(Ring). HS로 음성 통화를 수행하기 위해 HS에 구비된 스위치를

입력하고, 그 스위치 입력에 의해 CKPD 메시지가 AG 단말기로 송신되면 HS와 AG 단말기의 SCO(Synchronous

Connection-Oriented) 링크를 통해 HS에서 음성 통화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CKPD 메시지는 스펙에 정의되어

있고, 당업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도 1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HS에 구비된 스위치를 입력하면, HS에서 AG 단말기로 연결(connection

establishment)하고, AG 단말기로 CKPD 메시지가 송신되어 HS와 AG 단말기간 SCO 링크를 통해 음성 통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 HS의 경우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만을 지원하므로, 사용자가 상기 HS의 현재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HS에 별도의 LED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LCD를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현재의 배터리 잔량을 알려

주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HS에 이러한 장치를 추가할 경우, 부품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생산원가가 증가함과 아울러,

LED 또는 LCD에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전력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HS의 배터리 잔량을 AG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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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HSP 설정후 HS의 배터리 잔량에 따른 CKPD 메시지와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CKPD 메

시지와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를 통해 HS의 배터리 잔량을 AG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

리 잔량 표시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Audio Gateway)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그 이동통신 단말기와 헤드셋 프로파일이 적용된 블루투스 헤드셋간의 통신을 통해 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

리 잔량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정주기 간격으로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감지하는 과정과;

상기 감지된 배터리 잔량에 따른 배터리 잔량정보를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로 변

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측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수신한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Audio Gateway)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와, 그 이동통신 단말기와 헤드셋 프로파일이 설정된 블루투스 헤드셋간의 통신을 통해 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정주기 간격으로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감지하는 과정과;

상기 감지된 배터리 잔량에 따른 배터리 잔량정보를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씨케이피디 메시지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측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수신한 씨케이피디 메시지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 및 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

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에 따른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

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또한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 표시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211단계에서 AG 단말기와 HS간의 헤드셋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상기 AG 단말기와 HS가 블루투스

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CONNECTION ESTABLISHMENT)한다. 즉, 상기 AG 단말기와 HS간의 블루투스로 통신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AG 단말기의 키패드에 구비된 기능키들을 조작하여 상위 메뉴인 블루투스 메뉴를 선택하고,

그 블루투스 메뉴의 하위메뉴중 블루투스 HS 모드를 실행시킨다. 또는, 상기 HS에 구비된 특정 버튼 일예로, CKPD 버튼

을 누름으로써도 블루투스 HS모드가 실행될 수 있다. 일예로, HS가 블루투스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HS가 CKPD 메

시지를 AG 단말기측으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CKPD 메시지는 초기 블루투스 통신을 요구하는 '200'이라는 디지트(digit)

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AG 단말기는 응답신호로 OK신호를 전송한다. 이에 의해, HS 모드를 통해 AG 단말기와

HS간의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된다.

이후 213단계에서 HS는 일정주기간격으로 HS의 구동전원이 되는 배터리의 잔량을 감지한다.

등록특허 10-0585705

- 3 -



상기 감지결과에 따라 215~217단계에서 상기 HS는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를

AG 단말기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215단계와 상기 217단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215단계에서 상기 HS는 CKPD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상기 CKPD 메시지는 전술한 213단계의 메시지와는 달리

어떠한 디지트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CKPD 메시지임을 나타내는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상기 217단계에서 상기 HS는 상기 CKPD 메시지 전송후 일정시간 일예로, 0.7ms이후에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AT+VGM; Attention+Volume Gain Mic)를 AG 단말기측으로 전송한다. 또는 상기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AT+VGM)가 아닌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AT+VGS; Attention+Volume Gain Speaker)를 전송할 수 도 있다. 즉,

상기 CKPD 메시지 전송후 일정 시간인 0.7ms이후에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를 AG 단말기측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CKPD 메시지와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상기 CKPD 메시지와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AG 단말기

는 HS의 배터리 잔량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본 발명의 상기 HS와 AG 단말기간의 상호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함은 자명하다. 여기서, 상기 HS의 배터리 잔량정보로 사용되는 신호는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스피커 볼륨 이득

제어신호가 된다. 일예로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를 배터리 잔량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AG 단말기로 전송될 수 있다.

219단계에서 상기 AG 단말기는 수신한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 즉, CKPD메시지 수신한 이후 수신되는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의 데이터값을 HS의 배터리 잔량 정보로 인식하여 그에 대응되는 HS의 배터

리 쟌량을 표시한다. 상기 AG 단말기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일예로, 상기 배터리 잔량정도를 15단계로 구분하였으면, 상기 AG 단말기는 15단계로 HS의 배터리 잔량정도를 표시한다.

이에, 사용자는 상기 AG 단말기에 표시되는 HS의 배터리 잔량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AG 단

말기에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된 일예의 도 3과 같이 AG 단말기의 표시창(30)에 HS의 배터리 잔량 아이콘

(31)과 함께 AG 단말기의 배터리 잔량 아이콘(33)이 표시된다. 여기서, 상기 AG 단말기에 표시되는 HS의 배터리 잔량 표

시는 상기 도 3과 달리 표시창(30)의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 표시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우선 411~413단계는 상기 도 2의 211~213단계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

다.

이후, 415단계에서 HS 단말기는 배터리 잔량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CKPD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CKPD 메시지

는 씨케이피디 메시지를 통해 배터리 잔량정보를 표시하고자 함을 알리는 정보와, 배터리 잔량 정보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CKPD 메시지는 일예로 백단위의 디지트로서 '101'에서 '199'까지의 데이터일 수 있다. 그러면, 상기 CKPD 메시지는

배터리 잔량정보를 표시하고자 함을 알리는 정보 '100'과 '배터리 잔량정보'를 나타내는 디지트로 구성된다. 즉, 상기

CKPD 메시지는 '100+배터리 잔량정보'로 이루어진다.

417단계에서 AG 단말기는 수신한 CKPD 메시지가 백단위인지를 확인한다. 상기 확인결과, 백단위의 CKPD 메시지이면

419단계로 진행하여 백단위 이하의 데이터 정보를 배터리 잔량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CKPD 메시지의 데이터가 '105'라고 가정하면, '100'을 차감한 '5'가 HS의 배터리 잔량 정보가 된다. 이때, 상기

배터리 잔량 정보를 15단계로 구분하였다면, 상기 CKPD 메시지는 '101'에서 '115'까지의 디지트를 갖으며, 상기 배터리

잔량 정보를 10단계로 구분하였다면, 상기 CKPD 메시지는 '101에서 '110'까지의 디지트를 갖는다.

이후, 421단계에서 AG 단말기는 상기 인식된 HS의 배터리 잔량정보를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기 위해 소정 단계로 나뉜 배

터리 표시단계에 대응하여 인식된 HS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창(30)에 표시한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은 블루투스 프로파일이 적용된 HS의 배터리 잔량을 CKPD 메시지와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

는 CKPD 메시지와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CKPD 메시지를 HS의 배터리 잔량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배터리 잔량정보를 AG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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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HS의 배터리 잔량에 따른 배터리 잔량정보를 CKPD 메시지와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CKPD 메시지와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를 통해 HS의 배터리 잔량을 AG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사용자는 쉽게 HS의 배터리 잔량을 AG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Audio Gateway)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그 이동통신 단말기와 헤드셋 프로파

일이 적용된 블루투스 헤드셋간의 통신을 통해 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정주기 간격으로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감지하는 과정과;

상기 감지된 배터리 잔량에 따른 배터리 잔량정보를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로 변

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측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수신한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는,

씨케이피디 메시지와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 또는 씨케이피디 메시지와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 볼륨 이득제어신호는,

씨케이피디 메시지 전송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

법.

청구항 4.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피커 볼륨 이득제어신호는,

씨케이피디 메시지 전송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

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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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과정은,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를 인식하는 단계와;

상기 인식된 배터리 잔량 표시 제어신호중 씨케이피디 메시지이후 전송되는 마이크 볼륨 이득 제어신호를 통해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

청구항 6.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이(Audio Gateway)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그 이동통신 단말기와 헤드셋 프로파

일이 설정된 블루투스 헤드셋간의 통신을 통해 그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정주기 간격으로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을 감지하는 과정과;

상기 감지된 배터리 잔량에 따른 배터리 잔량정보를 블루투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씨케이피디 메시지로 변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측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상기 수신한 씨케이피디 메시지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씨케이피디 메시지는,

씨케이피디 메시지를 통해 배터리 잔량정보를 표시하고자 함을 알리는 정보와, 배터리 잔량 정보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

청구항 8.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과정은,

수신한 씨케이피디 메시지에서 배터리 잔량정보를 표시하고자 함을 알리는 정보를 제외하는 단계와;

상기 제외된 정보이외의 나머지 씨케이피디 메시지에 따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의 배터리 잔량표시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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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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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585705

- 8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5
청구의 범위 5
도면 6
 도면1 7
 도면2 7
 도면3 8
 도면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