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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송신할 때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부가 장치들의 구동을 일시적으로 턴오프

(Turn-off)시킴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기가 송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이동 통신 단말

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제어부의 제어하에 출력되는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인가받아 온

되어 부가 장치를 구동시키는 제1트랜지스터와; 콜렉터단이 상기 제1트랜지스터의 베이스단에 연결되도록 구성되며, 제

어부의 제어하에 출력되는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를 인가받아 온되어, 상기 제1트랜지스터로 인가되는 하이 레

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로우 레벨로 만드는 제2트랜지스터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전원 절약, 송신 주기, 송신 인에이블 신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의 백라이트 구동 회로의 구성을 예시적으로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의 구성을 보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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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송신 인에이블 신호와 부가 장치들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의 파형도를 예시적으로 보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 통신 단말기가 송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배터리 전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는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송신을 하게 되는 데,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송

신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전류를 소비하게 된다. 일 예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을 사용하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이동 통신 단말기는 통화시 217㎐ 주기로 전력을 송출하

게 되는 데, 최대 전력(MAX-POWER)을 송출하게 되면, 배터리 셀이 700㎃라고 할 때, 400㎃ 이상의 평균 전력을 뽑게 되

고, 송신할 때는 2.5A 가까이의 순간적인 피크 전류(PEAK-CURRENT)를 소비하게 된다.

한편, 종래에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구비되어 있는 키 백라이트(Backlight), LCD(Liquid Crystal Display) 백라이트, 멜로

디, 진동 모터 등의 부가적인 장치들이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최대 전력을 송신하고 있을 때에도, 턴온(Turn-on)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폴더를 열 때, 전화가 걸려올 때, 키를 누를 때 등에 키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가 턴온되도록 설정되

어 있으면, 종래에는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최대 전력을 송신하고 있어도, 사용자가

폴더를 열거나, 전화가 걸려와서 설정값을 만족시키게 되면, 프로세스는 LCD 백라이트를 턴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프로세스 명령에 따라 하이 레벨의 백라이트 구동 인에이블(Backlight_Enable) 신호가 출력되어 트랜지스터(TR)를 무조

건 온(ON)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화가 걸려와서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최대 전력을 송신할 때,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부가 장치들이 함께

전류를 소비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최대 전력을 송신하고 있을 때,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부가 장치들이 함께

전류를 소비하게 되면, 소비 전력이 배터리 셀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필요한 전류를 배터리가 모

두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동 통신 단말기가 파워 오프되거나, 리셋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송신할 때는 이동 통신 단말

기의 부가 장치들의 구동을 일시적으로 턴오프(Turn-off)시킴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기가 송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전

력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는, 제어부의 제어하에 출력

되는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인가받아 온되어 부가 장치를 구동시키는 제1트랜지스터와; 콜렉터단이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단에 연결되도록 구성되며, 제어부의 제어하에 출력되는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를 인가받아

온되어, 상기 제1트랜지스터로 인가되는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로우 레벨로 만드는 제2트랜지스터를 구비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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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방법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동작 상태가 부가 장치의 구

동에 필요한 설정값을 만족시키게 되면,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부가 장치를 구동시키는 과정

과; 송신 주기가 도래하면,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로우 레벨

로 만들어 상기 부가 장치의 구동을 턴오프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에 대

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의 구성을 보인 회로도로, 키 백라이트, LCD 백라

이트, 멜로디, 진동 모터 등의 부가 장치들 중에서 LCD 백라이트를 예로 들어 설명을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제1트랜지스터(TR1)는 프로세스의 제어하에 출력되는 하이 레벨의 백라이트 구동 인에이블(Backlight_Enable) 신

호를 인가받아 온(ON)되어 LCD 백라이트를 턴온시키게 된다.

전술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폴더를 열 때, 전화가 걸려올 때, 키를 누를 때 등에 LCD 백라이트가 턴온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사용자가 폴더를 열거나, 전화가 걸려와서 설정값을 만족시키게 되면, 제1트랜지스터(TR1)로 하이 레

벨의 백라이트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한다.

한편, 제2트랜지스터(TR2)는 콜렉터단이 제1트랜지스터(TR1)의 베이스단에 연결·구성되며, 프로세스의 제어하에 출력

되는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TX_Enable)를 인가받아 온(ON)되어, 제1트랜지스터(TR1)로 인가되는 하이 레벨

의 백라이트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강제로 로우 레벨로 만든다.

전술한, 프로세스는 송신 주기(예를 들어, 217㎐ 주기로 기지국으로 전력을 송출하는 GSM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는 4.615

㎳마다 0.576㎳동안)마다 제2트랜지스터(TR2)로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송신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온되는 제2트랜지스터(TR2)에 의해 제1트랜지스터(TR1)로 인가되는 백라

이트 구동 인에이블 신호가 로우 레벨로 되면, 제1트랜지스터(TR1)는 오프되어 LCD 백라이트를 턴오프하게 된다.

여기서, 제2트랜지스터(TR2)가 송신 인에이블(TX_Enable) 신호에 의해 온되어, 제1트랜지스터(TR1)로 인가되는 백라

이트 구동 인에이블 신호가 강제로 로우 레벨로 될 때, 프로세스의 GPIO(General Purpose Input/Output) 핀에 무리가 가

지 않게 직렬로 적당한 값의 저항이 필요하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로, 키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 멜로디, 진동 모터 등의 부가 장치들 중에서 LCD 백라이트를 예로 들어 설명을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사용자가 폴더를 열 때, 전화가 걸려올 때, 키를 누를 때 등에 LCD 백라이트가 턴온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가정하

에서, 사용자가 폴더를 열거나, 전화가 걸려와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현재 동작 상태가 설정값을 만족시키게 되면, 프로세

스는 제1트랜지스터(TR1)로 하이 레벨의 백라이트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여, 제1트랜지스터(TR1)을 온시킨다

(S10).

상기한 과정 S10을 통해 제1트랜지스터(TR1)은 온되어 LCD 백라이트를 턴온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1트랜지스터(TR1)가 온되어 LCD 백라이트가 턴온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신 주기가 도래하면(S12),

프로세스는 제2트랜지스터(TR2)로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여, 제2트랜지스터(TR2)를 온시킨다(S14).

상기한 과정 S14를 통해 제2트랜지스터(TR2)가 온되면, 제1트랜지스터(TR1)의 베이스단으로 입력되는 하이 레벨의 백

라이트 구동 인에이블 신호가 제1트랜지스터(Tr1)의 베이스단에 연결되어 있는 제2트랜지스터(TR2)의 콜렉터단에 의해,

로우 레벨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2트랜지스터(TR2)가 온되어 있는 송신 주기 동안 제1트랜지스터(TR1)는 오프되어, LCD 백라이트를 턴오

프하게 된다(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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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송신 주기마다 키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 멜로디, 진동 모터 등의 부가 장치

들의 구동을 일정 시간동안 턴오프시키는 데, 턴오프되는 주기 및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

게 된다.

예를 들어, 217㎐ 주기로 기지국으로 전력을 송출하는 GSM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는 4.615㎳마다 0.576㎳동안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전력을 송출하게 되는 데,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송신 주기(4.615㎳)마다 일정 시간(0.576㎳)

동안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가 출력되고,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이블 신호가 출력되고 있는 동안 키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 멜로디, 진동 모터 등의 부가 장치들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는 로우 레벨로 바뀌게 되어, 키 백라이트, LCD

백라이트, 멜로디, 진동 모터 등의 부가 장치들의 구동이 턴오프되게 된다.

본 발명의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및 방법에 따르면, 이동 통신 단말기가 기지국으

로 송신할 때마다 이동 통신 단말기의 부가 장치들의 구동을 일시적으로 턴오프시킴으로써, 이동 통신 단말기가 송신을 수

행하고 있는 중에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며, 피크 전류도 줄일 수 있게 되고, 전체적인 평균 전류도 줄일 수 있게 된

다.

한편, 본 발명은 송신 전력이 높고, 송신 주기도 일정한 TDMA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

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어부의 제어하에 출력되는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인가받아 온되어 부가 장치를 구동시키는 제1트랜지스터

와;

콜렉터단이 상기 제1트랜지스터의 베이스단에 연결되도록 구성되며, 제어부의 제어하에 출력되는 하이 레벨의 송신 인에

이블 신호를 인가받아 온되어, 상기 제1트랜지스터로 인가되는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로우 레벨로 만드는 제

2트랜지스터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회로.

청구항 2.

이동 통신 단말기의 동작 상태가 부가 장치의 구동에 필요한 설정값을 만족시키게 되면,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

를 출력하여 상기 부가 장치를 구동시키는 과정과;

상기 부가 장치가 구동되고 있는 중에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전력을 송출해야 하는 경우, 하이 레벨의 송

신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하이 레벨의 구동 인에이블 신호를 강제로 로우 레벨로 만들어 상기 부가 장치의 구동

을 턴오프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전원 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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