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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을 제공한

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상기 헤드셋과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단방향 채널을 통해 연

결하고, 호가 연결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호가 연결된 경우, 상기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기 헤드셋과 현재 연결된 단방향 채널 연결을 종료하고,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양방향 채널을 통해 연결한다. 그리

고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호 연결에 따른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수신 음성 데이터를 디코딩한 데이터와 혼합

하여,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송신 채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으로 출력 및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수신 채

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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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Bluetooth) 통신 방식에 따라 블루투스 헤드셋과 연결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선택된 음악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여 출력하는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와,

호가 연결된 경우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코딩하여 출력하고,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

를 입력받아 변조(Modulation)하여 출력하는 모뎀(MODEM : Modulation and Demodulation)과,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상기 디코딩된 수신 음성 데이터를 혼합(Mixing)하여 혼합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혼합부와,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단방향 또는 양방향 채널로 상기 헤드셋과 연결되며, 상기 양방향 채널을 통해 연결된 경우, 상

기 양방향 채널 중 수신 채널로는 상기 헤드셋으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고, 송신 채널로는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블루투스 모듈과,

음악 데이터 출력시 상기 헤드셋과 단방향 채널로 연결하고, 음악 데이터 연결 중 호 연결 시 상기 헤드셋과 양방향 채널을

설정하도록 상기 블루투스 모듈을 제어하고, 상기 호 연결시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송신 채널로 상기 헤드셋에 출력

하는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라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조절하여 상기 수신 음성 데이터와 혼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를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혼합하도록 상기 혼합부를 제어하고,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와 상

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가 혼합된 데이터를 변조하도록 모뎀을 제어하여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와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

이터가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통화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와 혼합되는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호가 연결된 상태에서 음악 데이터의 재생이 선택된 경우, 상기 헤드셋과 연결된 양방향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택

된 음악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이를 상기 수신 음성 데이터와 혼합하여 상기 헤드셋으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

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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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를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혼합하도록 상기 혼합부를 제어하고,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와 상

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가 혼합된 데이터를 변조하도록 상기 모뎀을 제어하여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와 상기 디코딩된 음

악 데이터가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통화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7.

제1항, 제3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는,

상기 음악 데이터를 PCM(Pulse Code Modulation)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디하고,

상기 혼합부는,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상기 수신 음성 데이터 또는 PCM 레벨의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를, 상기 PCM 레벨의 데

이터로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

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방향 채널은,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른 블루투스 프로파일(Profile) 중 AV(Audio Video) 프로파일에 따른 ACL

(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link) 채널이며,

상기 양방향 채널은,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른 블루투스 프로파일 중 AG(Audio Gate) 프로파일에 따른 SCO

(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 링크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

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9.

블루투스(Bluetooth) 통신 방식에 따라 블루투스 헤드셋과 연결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음악 데이터와 음성을 입

출력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경우, 상기 헤드셋과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단방향 채널을 통해 연결

하고,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방향 채널 연결 단계와,

호가 연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호 연결 감지 단계와,

상기 호가 연결된 경우, 상기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기 헤드셋과 현재 연결된 단방향 채널

연결을 종료하고,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양방향 채널을 통해 연결하는 양방향 채널 연결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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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악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고,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를 상기 호 연결에 따른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수

신 음성 데이터를 디코딩한 데이터와 혼합하는 혼합 단계와,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송신 채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으로 출력하고,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수신 채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발신 데이터 입출력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호가 종료되는 경우, 상기 양방향 채널에 따른 연결을 종료하고 상기 헤드셋과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다시 단방

향 채널을 통해 연결하고, 상기 단방향 채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으로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는 호 종료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혼합 단계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배경음악 볼륨 정보를 확인하는 배경음악 볼륨 정보 확인 단계와,

상기 확인된 배경음악 볼륨 정보에 따라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조절하는 증폭 이득 조절 단계와,

상기 증폭 이득이 조절된 음악 데이터와 상기 수신 음성 데이터를 디코딩한 데이터와 혼합하는 데이터 혼합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

법.

청구항 12.

제9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발신 입출력 단계는,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송신 채널을 통해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헤드셋에 출력하는 혼합 데이터 출력 단계와,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수신 채널을 통해 PCM 레벨의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는 발신 음성 데이터 수신 단계와,

상기 혼합된 데이터와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를 혼합하는 발신 데이터 혼합 단계와,

상기 혼합된 데이터와 상기 발신 음성 데이터가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호 연결에 따른 통화 상대방에게 출력하는 발신 출

력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음악 데이터는, PCM(Pulse Code Modulation)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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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음성 데이터는, PCM(Pulse Code Modulation)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

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방향 채널은,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른 블루투스 프로파일(Profile) 중 AV(Audio Video) 프로파일에 따른 ACL

(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link) 채널이며,

상기 양방향 채널은,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른 블루투스 프로파일 중 AG(Audio Gate) 프로파일에 따른 SCO

(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 링크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 재생 중 음성을 입

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음악 데

이터를 재생하는 중에 음성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블루투스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무선 통신을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은 케이블 없이도 단말간 또는

무선 헤드셋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그 적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거리 무선 통신

은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또는 무선 헤드셋 등 주변기기에 구현되어 케이블 없이도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게 한

다. 이외에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데스크탑, FAX, 등 여러 전자 단말에 구현될 수 있으며, 디지털멀티미디

어 방송 수신 단말과 무선 헤드셋도 그 일예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기 블루투스는 2.4GHz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1Mbps의 속도로 각

종 단말기 및 블루투스 디바이스들과 무선 접속을 하도록 한 규약으로, 주변에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존재할 경우, 이

동통신 단말기, 즉 호스트 디바이스는, HCI(Host Controller Interface) 질의를 통해 각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검색된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HCI 응답 신호를 통해 해당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프로파일(profile)에 대한 정보등)를 수신한다.

여기서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dreiver)과 같은 것으로,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한 다수의 명령어들의 기 설정된 셋(set)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

서 만약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가 블루투스 프린터를 검색하고 이를 구동시키는 경우라면, 호스트 디바이스는 블루투스 프

린터로부터 프린터 프로파일을 수신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표시한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를 통해

블루투스 프린터에 프린팅(printing)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라면,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블루투스 프린터로부터 수신한

프린터 프로파일을 로드(load)하고 상기 프린터 프로파일을 통해 상기 블루투스 프린터와 연결되어 프린팅 작업을 수행한

다.

이러한 프로파일들의 예로, 텔레포니(Telephony)프로파일, 오디오 게이트(Audio Gate:AG)프로파일, 오디오/비디오

(Audio Video Source: AV)프로파일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텔레포니 프로파일은 전화 및 무선통화의 기능을 실현할 때

전화 및 무선 통화의 기능을 제공하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파일이다. 그리고 상기 AG 프로파일은, 호

스트 디바이스(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기)와 블루투스 디바이스 간 양방향 오디오 채널을 생성하여 호스트 디바이스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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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투스 디바이스간에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파일이다. 그리고 AV 프로파일은, 호스트 디바이스와 블루투

스 디바이스간에 상기 오디오 게이트 프로파일에서 생성되는 것보다 더 대역폭이 큰 단방향 채널을 생성하여 호스트 디바

이스로부터 블루투스 디바이스로 단방향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파일이다.

여기서 상기 AG 프로파일은 상술한 바와 같이,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양방향 채널을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양방향 데이터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전화기능을 가지는 휴대 전화인 경우에, 상기 블루투스 디

바이스가 마이크와 스피커를 모두 구비하는 헤드셋이면, 사용자가 상기 헤드셋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파일이다.

한편 상기 AV 프로파일은, 상기 AG 프로파일과는 달리 호스트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디바이스로의 단방향 채널을 생성

한다. 따라서 상기 AV 프로파일을 통해 생성되는 채널의 대역폭은 상기 AG 프로파일에서 제공되는 채널의 대역폭의 두배

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상기 AV 프로파일에 따라 생성되는 채널은 상기 AG 프로파일의 채널에서 전송되는 데이

터보다 더욱 그 크기가 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AV 프로파일은 예를 들어 음악 데이터와 같이 고품질

의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적합한 프로파일이다.

따라서 헤드셋과 같이, 음악 데이터의 출력 기능과, 전화 통화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경우, 상

기 호스트 디바이스의 HCI 질의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AG 프로파일 및 AV 프로파일을 모두 지원 가능하므로, 이 프

로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에 제공한다. 그러면 호스트 디바이스는 현재의 동작 상태에 따라 상기

프로파일들 중 적합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구동시킨다. 즉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실행하여 음성을

입출력하는 경우에는 상기 AG 프로파일을 로드 하여 상기 블루투스 디바이스(헤드셋)를 구동하고, 상기 블루투스 통신방

식으로 음악 데이터(MP3)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AV 프로파일을 로드 하여 상기 블루투스 디바이스(헤드셋)를 구동

한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AG 프로파일 및 AV 프로파일은 서로 상기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생성하는 채널도 다르고,

또한 생성된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데이터 역시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즉, 예를 들어 AG 프로파

일을 통해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상태에서는 양방향 채널이 생성될 수 있으나, 상기 현재 생성된 양방향 채널중

어느 하나의 채널로는 상기 음악 데이터를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전송할 수 없고, AV 프로파일을 통해 블루투스 디바이스

를 구동하는 상태에서는 단방향 채널이 생성되므로, 사용자의 발신음을 출력할 수 없으므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음악데이터(MP3) 재생을 요청하여 상기 AV 프로파일을 통해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상태에서

는, 착신호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발신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AV 프로파일을 통한 블루투스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끊

고, 다시 AG 프로파일을 통해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연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사용자는 착신 또는 발신시에 음악 데이터의

재생을 중지하여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통화 중에는 음악 데이터를 감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블루투스를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중 통화호 발생시, 음악 데이터의 재생을 중지하지 않고서도 전화통화에 의한 음성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착신 또는 발신에 따른 통화 수행시에도 음악 데이

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음성 입출력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이를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선택된 음악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여 출력하는 음악 데이

터 디코딩부와, 호가 연결된 경우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음성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출력하고,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

를 변조(Modulation)하여 출력하는 모뎀(MODEM : Modulation and Demodulation)과,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상

기 디코딩된 수신 음성 데이터를 혼합(Mixing)하여 혼합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혼합부와,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단방

향 또는 양방향 채널로 상기 헤드셋과 연결되며, 상기 양방향 채널을 통해 연결된 경우,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수신 채널로

는 상기 헤드셋으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고, 송신 채널로는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등록특허 10-0735413

- 6 -



블루투스 모듈과, 음악 데이터 출력시 상기 헤드셋과 단방향 채널로 연결하고, 음악 데이터 연결 중 호 연결 시 상기 헤드

셋과 양방향 채널을 설정하도록 상기 블루투스 모듈을 제어하고, 상기 호 연결시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송신 채널로

상기 헤드셋에 출력하는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음성을 입출력하기 위한 방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음악 데이터

를 재생하는 경우, 상기 헤드셋과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단방향 채널을 통해 연결하고,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방

향 채널 연결 단계와, 호가 연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호 연결 감지 단계와, 상기 호가 연결된 경우, 상기 음악 데이터를 재

생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기 헤드셋과 현재 연결된 단방향 채널 연결을 종료하고,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양방향 채널을 통해 연결하는 양방향 채널 연결 단계와, 상기 음악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고,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

를 상기 호 연결에 따른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수신 음성 데이터를 디코딩한 데이터와 혼합하는 혼합 단계와,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송신 채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으로 출력하고, 상기 양방향 채널 중 수신 채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발신 데이터 입출력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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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이동통신 단말기(20)와 무선 헤드셋(10)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20)가 상기 무선 헤드셋(10)과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통해 접속하는 과정의 예를 설명하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20)와 상기 무선 헤드셋(10)장치들 간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스탠바이 상태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20)와 상기 무선 헤드셋(10)은 1.28초마다 새로운 메

시지를 받아들이고, 연결 요청이 있으면 그 장치(이동통신 단말기)가 마스터가 되어 다른 장치(무선 헤드셋)을 인식하기

시작(Inquiry/Page)한다. 이때 8비트의 파크(Park) 주소가 할당된 장치들은 파크 상태가 된다. 이후 마스터인 이동통신

단말기(20)와 통신하는 무선 헤드셋(10)는 3비트(23=8이므로 8개의 주소중 1개는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사용하므로 2개

의 장치가 1피코넷이 됨)의 활성(Active) 주소를 할당받으면 피코넷이 형성된다. 활성 상태인 장치들은 다시 3가지 상태가

된다. 실제 통신을 하는 활성 모드, 대기(Hold) 모드, 탐지(Sniff) 모드(활성 모드보다는 저 소비전력 상태)가 있는데, 대기

및 탐지 모드는 피코넷에 참여는 하지만 전체 트래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정거리에 위치에 있으면 마스터인 이동통

신 단말기(20)는 접속을 위한 키를 포함한 접속요구 신호를 625㎲ 간격으로 송신하고 슬레이브인 무선 헤드셋(10)으로부

터 접속승인 신호를 수신하면 2초 내에 슬레이브인 무선 헤드셋(10)과 동기화를 이루고 3비트의 활성 주소를 할당받고 다

시 마스터인 이동통신 단말기(20)로부터 Page 메시지를 받고 난 후 슬레이브인 무선 헤드셋(10)은 마스터인 이동통신 단

말기(20)에 의해 결정된 호핑 패턴을 사용해 동기화된다. 이후에 서로 인증을 수행하는데, 인증에 사용하는 암호 키는 마

스터인 이동통신 단말기(20)가 발생한 난수와 슬레이브인 무선 헤드셋(10)은 MAC 주소의 배타적 논리합(XOR)을 사용하

여 만든다.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전용키가 전달되고 통신링크가 형성되어 데이터 송수신 단계가 된다. 상기 무선 헤드셋

(10)은 슬레이브이면서 다른 피코넷에서는 마스터로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 헤드셋의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무선 헤드셋(10)은 제어부(110), 블루투스 모듈(120), 오디오 처리부(140)를 포함한다. 여기

서 상기 제어부(110)는 무선 헤드셋(10)의 오디오 데이터 재생을 위한 AV 프로파일 및 통화시 통화 데이터를 수신 및 출

력하고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받아 수신 및 출력하는 AG 프로파일에 따라 각 구성부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블루투스 모듈(120)은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하에 블루투스 통신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20)

의 블루투스 모듈(290)과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상기 오디오 처리부(140)는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하에 상기 블루투스 모듈(290)을 통해 수신한 음악 데이터 또는 통화

수신음 데이터를 처리하여 스피커(SPK)로 출력한다. 또한 마이크(MIC)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디지털 변환하여 블

루투스 모듈(120)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20)로 전송한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기(20)는 RF(Radio Frequency)부(21), 모뎀(23) 오디오처리부(25), 키 입력부(29), 표시부(80), 제어

부(100), 메모리(29), 혼합부(70) 및 블루투스 모듈(29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제어부(100)는 전화 통화나 데이

터 통신,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음성 신호 및 데이터 처리를 하고 이동통신 단말기의 각 부분을 제어한

다.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따라 헤드셋(10)과 단방향 또는 양방향 채널을 설정하여 연결하고, 사용자의 키 입력을

키 입력부(29)로부터 받아서 이에 따라 표시부(80)를 제어하여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른 화상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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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사용자의 제어에 따라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90)를 제어하여 음악 데이터를 디코딩 및

이를 무선 헤드셋(10)으로 블루투스 모듈(290)에 현재 설정된 AV 프로파일을 통해 설정된 채널을 통해 출력한다. 그리고

착신 호 또는 발신 호 요구 신호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상기 착신 호, 즉 전화가 걸려오거나, 발신 호, 즉 사용자가 통화를 발신하는 경우, 통화가 연결되면 상기 제어부

(100)는 현재 헤드셋(10)과 연결된 채널을 끊고, AG 프로파일을 로드하여 AV 프로파일에 따른 채널을 통해 상기 헤드셋

(10)과 연결한다. 그리고 상기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90)를 제어하여 음악 데이터를 PCM(Pulse Code Modulation) 레벨

의 데이터로 디코딩하고, 그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상기 모뎀(23)을 통해 디코딩된 수신 음성 데이터, 즉 통화 상대방으

로부터 수신된 통화 음성 데이터를 PCM 레벨로 디코딩한 데이터를 상기 혼합부(70)로 입력하여 혼합한다. 여기서 상기 제

어부(100)는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라 상기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90)에서 디코딩되는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조절하

여 상기 음악 데이터의 볼륨 레벨을 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혼합된 PCM 레벨의 데이터를 상기 AG 프로파일에 따라 생성된 양방향 채널 중 블루투스 송신 채

널을 통해 헤드셋(10)으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AG 프로파일에 따라 생성된 불루투스 수신 채널을 통해 헤드셋(10)으로

부터 PCM 레벨의 데이터로 인코딩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이를 RF부(21)를 통해 통화 상대방에게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부(100)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와 상기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음

악 데이터를 혼합하여 상기 통화 상대방에게 출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제어부(100)는 상기 사용자의 음성 데이

터를 혼합부(70)로 입력하고, 상기 혼합부(70)에서 상기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상기 사용자의 음

성 데이터를 혼합하여 모뎀(23)으로 출력한다. 그러면 모뎀(23)은 이를 변조하여 RF부(21)로 출력하고, RF부(21)는 상기

혼합된 데이터를 RF 신호로 현재 사용자 통화의 상대방에게 전송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음악 데이터를

감상 중, 통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동작을 중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화를

하면서, 통화의 배경음으로 상기 음악 데이터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음은 상기 통화의 상대방에게까지 전

달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RF부(21)는 수신된 신호를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로 변환하여 상기한 제어부(100)와 연결되어 있는 모뎀(23)

로 출력하고 모뎀(23)로부터 입력되는 IF신호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여 이동통신 단말기(20)와 기지국간의 RF 신호

를 이용한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RF부(21)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

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모뎀(MODEM)(23), 즉 베이스밴드 처리부는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신기 등을 구비한다. 그리고 제어부(100)와 RF부(21)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BBA

(Baseband Analog ASIC)로서, 제어부(100)로부터 인가되는 베이스밴드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IF신호로 변환하여

RF부(21)에 인가하며, RF부(21)로부터 인가되는 아날로그 IF신호를 베이스밴드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제어부(100)

에 인가한다.

그리고 제어부(100)와 연결된 증폭부(25)는 통해 마이크 및 스피커와 접속되며,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PCM

(Pulse Code Modulation) 부호화(Encoding)하여 음성 데이터를 제어부(100)에 출력하고 제어부(100)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데이터를 PCM 복호화(Decoding)하여 스피커로 출력한다. 그리고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신호나 스피커로 출

력되는 음성 신호를 증폭하는데, 스피커의 음량과 마이크의 이득을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조절한다.

키 입력부(27)는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 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 키들을 구비한다.

메모리(29)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휴대용 전화기의 일반적

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또한 데이터 메모리에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

터들을 일시 저장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음악데이터(MP3)가 저장된다. 또한 블루투스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고, 블루투스 디바이스등으로부터 수신한 각종 프로파일들 들이 저장되어 있다.

블루투스 모듈(290)은 블루투스 통신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제어부(100)의 제어하에 상기 무선 헤드셋(10)에 구비되는 블

루투스 모듈(120)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모듈(290)은 송수신할 데이터를 블

루투스 통신에 적정한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하고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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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부(70)는 제어부(100)의 제어하에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음악데이터(MP3)와, 전화통화 중에 발생되는 음

성 데이터, 즉 모뎀(23)에서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수신 음성 데이터 또는 헤드셋(10)의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PCM 레벨의 데이터로 인코딩한 데이터 즉, 발신 음성 데이터를 혼합(mixing)한다. 그리고 배경음

악 볼륨 조절부(75)를 구비하여 상기 제어부(100)의 제어에 따라 상기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

라 조절하여 혼합되는 음악 데이터의 볼륨을 조절한다.

표시부(80)는 출력되는 영상데이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80)는 LC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

부(80)는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

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상기 키패드(27)와 LCD는 입력부가 될 수 있다. 표시

부(80)는 영상데이터가 출력되는 영상 표시부를 구비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중 호 연결시

의 동작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20)의 제어부(100)는 300단계로 진행하여 헤드셋

(10)과 블루투스 통신 연결을 시작하고, 블루투스 통신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302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음악 데이터의 재생을 선택하였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상기 302단계의 체크 결과 사용자가 음악 데이터의 재생을 선택한 경우, 상기 헤드셋(10)으로부터

수신한 블루투스 프로파일 중 AV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AV 프로파일에 따라 헤드셋(10)과 ACL(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를 생성하여, 생성된 ACL 링크를 통해 블루투스 디바이스, 즉 헤드셋(10)에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

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ACL 링크는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서, 데이터 통신을 위해 정의된 채널이다. ACL 링크 채널은 음악 전송을 지

원하는 일반적인 채널이다. 통상적으로 음악 CD급 오디오는 1411.2kbps의 데이터 전송율이 필요한데, MP3와 같은 데이

터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 약 128kbps로 줄일 수 있어, 상기 ACL 링크 채널을 통해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상

지연시간 조건이 유지되는 한 거의 생음악에 가까은 양질의 CD급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304단계에서 ACL 링크 채널을 통해 헤드셋(10)과 연결되면, 제어부(100)는 306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음악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를 ACL 링크 채널을 통해 헤드셋(10)으로 전송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제어부(100)는 308단계로 진행하여 호 착신 또는 호 발신에 의한 호 연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체

크한다. 그리고 만약 상기 308단계에서 호 착신 또는 호 발신으로 인한 호가 연결된 경우라면, 제어부(100)는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90)의 동작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31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AV 프로파일에 따른 블루투스 연결, 즉

ACL 링크를 통한 헤드셋(10)과의 연결을 종료하고, AG 프로파일에 따라 SCO(Synchronous Connection Oriented) 채널

을, 블루투스 디바이스, 즉 헤드셋(10)과 생성하고, 생성된 SCO 채널을 통해 연결한다. 여기서 상기 SCO 채널은 음성 통

신용 채널을 말하는 것으로, 64kbps로 동작하며, 양방향 채널을 구성하여 음성링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SCO 채널은

그 대역폭이 ACL 링크 채널에서 제공하는 바와 달리, 음악 감상을 할 정도로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오디오 데이

터 전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제어부(100)는, 31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90)로부터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상기 모뎀(23)으로부터 PCM 레벨로 디코딩된 수신 음성 데이터를 혼합부(70)

를 통해 혼합(Mixing)한다. 여기서 제어부(100)는 사용자로부터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조절하기 위한

키 입력이 있는 경우, 상기 키 입력에 따라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조절하여 상기 수신 음성 데이터의 혼합한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20)에서는 사용자의 증폭 이득 조절에 따라 음악 데이

터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하기 도 4를 참조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31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312단계에서 음악 데이터와 혼합된 수신 음성 데이터(이하 혼합된 수신

데이터라고 칭하기로 한다)를 현재 설정된 SCO 링크를 통해 생성된 양방향 채널 중 송신 채널을 통해 헤드셋(10)으로 출

력한다. 그리고 상기 헤드셋(10)으로부터 입력되는 사용자의 음성을 상기 SCO 링크를 통해 생성된 양방향 채널 중 수신

채널을 통해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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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CO 채널은 상술한 바와 같이 양방향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경우, 상기 사용자의 음성은 헤드셋(10)에서 양자화(Quantization)되어 PCM 레벨의 데이터로 변환되고, 상기 PCM 레

벨의 데이터로 변환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는 블루투스 모듈(290)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20)로 수신된다. 그리고 수신

된 음성 데이터는 혼합부(70)에서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혼합되어 모뎀(23)으로 출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기 음악 데이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상기 사용자와 현재 통화중인 통화 상대방에게도 통화의 배

경음악으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하기 도 5를 참조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316단계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통화를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그리고 상기 316단계의 체크

결과, 사용자가 통화를 종료한 경우, 제어부(100)는 현재 연결된 AG 프로파일에 따른 연결을 종료하고, 다시 304단계로

진행하여 AV 프로파일에 따라 헤드셋(10)과 연결한다. 그리고 상기 304단계에서 308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

러나 만약 상기 316단계에서 사용자가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라면, 제어부(100)는 31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연결된

AG 프로파일에 따른 SCO 링크 채널을 통한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상기 312단계에서 316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 수

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음악 데이터를 감상하는 도중에 호가 연결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음악 데

이터의 감상을 중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현재 감상하고 있는 음악 데이터를 통화 시의 배경음악으로 계속 감상하며 통

화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혼합되는 음악 데이터의 볼륨 크기를 조절하는 동작의 흐름도이

다.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상기 현재 ACL 링크를 통한 헤드셋(10)과의 연결을 종료하고, AG 프로파일에 따라 SCO 채널

을 통해 헤드셋(10)과 연결되면, 제어부(100)는 400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설정된 배경음악 볼륨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40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확인된 배경음악 볼륨 정보에 따라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의 증폭 이득을

조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만약 사용자가 배경음악 볼륨을 낮게 설정한 경우라면, 상기 증폭 이득은 낮게 설정될 것이

고, 이러한 경우 상기 디코딩된 수신 데이터와 혼합되는 음악 데이터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상기 음악

데이터, 즉 배경음악의 볼륨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배경음악 볼륨을 높게 설정한 경우라면, 상기 증폭 이

득은 높게 설정될 것이고, 상기한 바와 유사한 과정으로 배경음악의 볼륨은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증폭 이득이 조

절된 음악 데이터는, 상기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와 혼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40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증폭 이득이 조절된 음악 데이터와, 현재 디코딩된 수신 데이터를 혼합시

킨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이를 314단계에서 헤드셋(10)으로 출력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비록 음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통화를 위해 음악 데이터의 재생을 중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통화를 하면서도 배경음악으로 자신이 감상하

고 있던 음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혼합된 수신 데이터를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출력 및 발신 음성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작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5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20)의 제어부(100)는 312단계에서 상기 음악 데이

터 디코딩부(90)로부터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와, 상기 모뎀(23)으로부터 PCM 레벨로 디코딩된 수

신 음성 데이터를 혼합부(70)를 통해 혼합한 경우, 500단계로 진행하여 이를 SCO 링크 채널, 즉 양방향 채널 중 송신 채널

을 통해 블루투스 디바이스, 즉 헤드셋(10)으로 출력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502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SCO 링크 채

널 중 수신 채널을 통해 헤드셋(10)으로부터 PCM 레벨의 데이터로 인코딩된 사용자의 발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

고 제어부(100)는 504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사용자의 배경음악 볼륨 조절에 따라 증폭 이득이 조절된 음악 데이터와, 상

기 수신된 발신 음성 데이터를 혼합한다(이하 혼합된 발신 데이터라 칭한다). 그리고 제어부(100)는 5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504단게에서 혼합된 발신 데이터를 모뎀(23)을 통해 변조하여 RF부(21)를 통해 통화 상대방에게 RF 신호로 출력한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재 사용자가 배경음악으로 듣고 있는 음악 데이터는 통화 상대방 역시 배경음악으로 감상하며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만약 상기 통화 상대방도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20)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방의 음악 데이터 혼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출력되는 데이터에, 상기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음악 데이터

와, 사용자의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90)로부터 출력되는 음악 데이터가 혼재되어 출력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 상기 제어부(100)는 현재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90)의 구동 여부에 따라 사용자 또는 통화 상대방 어느 한쪽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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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상기 음악 데이터가 혼합된 발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예를 들어 호를 발신한 쪽에서만

상기 배경음악이 실린 통화 데이터를 발신한다던가, 아니면 호를 수신한 쪽에서만 상기 배경음악이 실린 통화 데이터를 발

신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실시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음악 데이터가 재생 중인 도중에 호가 연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

명하고 있으나, 이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불과할 뿐 본 발명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는, 음악 데이터가 재생 중인 경우 호가 연결될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호가 연결된 상태에서 음악

데이터의 재생이 선택된 경우에도 물론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는, AG 프로파일에 따라 헤드셋(10)과 연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음악 데이터 디코딩부를 구동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음악 데이터를 PCM 레벨의 데이터로 디코딩하고, 이를

혼합부를 통해 수신 음성 데이터와 혼합하여 헤드셋(10)으로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디코딩된 음악 데이터를 혼합부를 통

해 발신 음성 데이터와 혼합하여 모뎀(23)으로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데이터가 재생 중인 경우 호가 연결될 때 외에

도 상술한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블루투스를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중 통화 호 발생시, 음악 데이터의 재생을 중

지하지 않고서도 전화통화에 의한 음성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착신 또는 발신에 따른 통화 수행시에도 음악 데이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 헤드셋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 헤드셋의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음악 데이터를 재생하는 중 호 연결시

의 동작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혼합되는 음악 데이터의 볼륨 크기를 조절하는 동작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혼합된 수신 데이터를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출력 및 발신 음성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작의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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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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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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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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