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3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8월31일

10-0617113

2006년08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4-0036513 (65) 공개번호 10-2005-0111273

(22) 출원일자 2004년05월21일 (43) 공개일자 2005년11월24일

(73) 특허권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72) 발명자 김왕진

경기도광명시광명3동32-56

(74) 대리인 김용인

심창섭

심사관 : 윤용희

(54)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스테레오 이어폰 중 어느 하나의 이어폰을 이어마이크장치에서 장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상시에는 하나의 이어폰만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스테레오 음향 감상시에는 나머지 이어폰을 장착하여 사용하여, 평

상시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스테레오를 쉽게 즐길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는, 제1 이어폰과 제2 이어폰 및 마이크를 포

함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이어마이크장치에 있어, 상기 제2 이어폰이 이어마이크장치에서 장착되

거나 분리되도록 하는 탈착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단말기, 이어폰, 마이크, 탈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종래의 이어마이크장치를 나타내는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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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도는 종래의 또다른 이어마이크장치를 나타내는 사시도

제 3도는 본 발명의 이어마이크장치를 나타내는 분리사시도

제 4도는 본 발명을 구성하는 플러그와 이어잭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상태도

제 5a도 및 제5b도는 본 발명을 구성하는 이어잭에 부가된 스위치의 작동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상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종래 기술의 제1 이어폰 20: 종래 기술의 제2 이어폰

30: 종래 기술의 마이크 40: 메인플러그

50: 신호연결선 60: 메인이어잭

100: 제1 이어폰

200: 제2 이어폰 210: 플러그

211: 신호단자 212: 접지단자

300: 마이크부 310: 마이크

320: 이어잭 321: 신호단자

322: 접지단자 323: 스위치

324: 제1 이어폰단자 330: 후크 버튼

400: 메인플러그 500: 신호연결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어마이크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테레오 이어폰의 어느 한쪽을 장착했다가 분리했다가 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한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는, 도 1 및 도 2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어폰(10)과, 마이크(30)와,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인이어잭(60)에 삽입되는 메인플러그(4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거나(모노 이어마이크장치), 제1 이어폰(10)

과, 제2 이어폰(20)과, 마이크(30)와, 메인플러그(40)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왔다(스테레오 이어마이크장치).

도면중 미설명된 도면부호 50은 각 구성부분을 연결하는 신호연결선이다.

이러한 이어마이크장치로는 메인플러그(40)를 메인이어잭(60)에 삽입함으로써 이어폰(10, 20)으로 소리를 듣고 마이크

(30)로 음성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 이동통신 단말기에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악 및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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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같이 이루어진 종래의 이어마이크장치는, 이어폰이 하나밖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악 및 동영상 감상시

스테레오 음향을 즐길 수 없거나(모노 이어마이크장치), 스테레오 음향이 아닌 모노 음향만을 필요로 하는 전화통화시 제1

이어폰 또는 제2 이어폰 어느 한쪽의 이어폰만이 필요하게 되어 남는 한쪽의 이어폰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휴대가 불편

하게 되는 문제(스테레오 이어마이크장치)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이어폰 중 어느 하나의 이어폰을 이어마이크장치에서

장착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상시에는 하나의 이어폰만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스테레오 음향 감상시에는

나머지 이어폰을 장착하여 사용하여, 평상시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스테레오를 쉽게 즐길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

마이크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는, 제1 이어폰과 제2 이어폰 및 마이크를 포

함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이어마이크장치에 있어, 상기 제2 이어폰이 이어마이크장치에서 장착되

거나 분리되도록 하는 탈착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탈착수단은, 상기 제2 이어폰에 연결된 플러그와; 상기 이어마이크장치 일측에 구비된 이어잭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상기 플러그가 상기 이어잭에 삽입되거나 이탈되면서 제2 이어폰이 이어마이크장치에 장착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플러그와 이어잭에는 신호단자와 접지단자가 각기 대응되도록 구비되어 이루어진다.

상기 이어잭은 상기 마이크가 구비되는 마이크부에 설치되어 이루어진다.

상기 이어잭에는 플러그가 삽입되거나 이탈됨에 따라 제2 이어폰의 음향신호를 제2 이어폰과 제1 이어폰에 선택적으로

전달시키는 스위치가 부가로 구비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의 일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제 3도는 본 발명의 이어마이크장치를 나타내는 분리사시도이고, 제 4도는 본 발명을 구성하는 플러그와 이어잭을 모식적

으로 도시한 상태도이며, 제 5a도 및 제5b도는 본 발명을 구성하는 이어잭에 부가된 스위치의 작동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상태도이다.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는, 제1 이어폰(100)과 제2 이어폰(200) 및 마이크(310)를 포함하면서 이동

통신 단말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이어마이크장치에 있어, 상기 제2 이어폰(200)이 이어마이크장치에서 장착되거나 분리

되도록 하는 탈착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탈착수단은 상기 제2 이어폰(200)에 연결된 플러그(210)와; 이어마이

크장치 일측에 구비된 이어잭(320)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플러그(210)가 이어잭(320)에 삽입되거나 이탈되면서 제2 이어

폰(200)이 이어마이크장치에 장착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이어마이크장치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인이어잭(미도시)에 삽입되어 접속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음

향신호를 전송받거나 이동통신 단말기에 음향신호를 전송하는 메인플러그(400)가 구비된다.

본 발명의 이어마이크장치의 제1 이어폰(100), 마이크(310), 메인플러그(400)는 신호연결선(500)으로 전기적 신호가 연

결되도록 이루어진다.

마이크(310)는 신호연결선(500)에 있어 이어마이크장치의 중간, 바람직하게는 사용자가 이어폰을 귀에 꽂았을때 입에 근

접하게 되는 부분에 모듈화되어 구비된다.

마이크(310)가 모듈화되어 구비됨에 있어서는, 신호연결선(500)의 중간에 마이크부(300)가 설치되어 메인플러그(400)에

서 신호연결선으로 연결된 마이크모듈이 내장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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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부(300)의 일측에는 제2 이어폰(200)에 신호연결선(500)으로 연결된 플러그(210)가 삽입되도록 이어잭(320)이 구

비되어지되, 플러그(210)와 이어잭(320)은 각기 상호 절연된 2극 단자(211, 212, 321, 322)를 가지면서 신호단자(211,

321) 와 접지단자(212, 322)가 각기 대응되도록 구비되어 이루어진다.

이어잭(320)에는 플러그(210)가 삽입되거나 이탈됨에 따라 제2 이어폰(200)의 음향신호를 제2 이어폰(200)과 제1 이어

폰(100)에 선택적으로 전달시키는 스위치(323)가 부가로 구비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스위치(323)는 제2 이어폰(200)의 신호단자(321) 말단에서 플러그(210)가 삽입되지 않았을때 내측으로 접하도록 구비된

제1 이어폰단자(32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제1 이어폰단자(324)는 제1 이어폰(100)에 연결되어진다.

이어잭(320)에 플러그(210)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도 5a) 신호단자(321)가 제1 이어폰단자(324)에 접하면서

제2 이어폰(200)의 신호가 제1 이어폰(100)에 전달되고, 제1 이어폰(100)에서는 제1 이어폰단자(324)의 신호와 메인플

러그(400)에서 전달된 제1 이어폰신호가 동시에 출력된다.

이어잭(320)에 플러그(210)가 삽입되면(도 5b) 신호단자(321)는 플러그(210)에 접하게 되면서 제1 이어폰단자(324)에서

떨어지게 되어 , 제2 이어폰(200)의 신호는 제2 이어폰(200)으로 출력된다.

마이크부(300)에는 후크 버튼(330)이 구비되어 사용자가 후크 버튼(330)을 누름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이동

통신 단말기로 입력하여 수신된 통화의 연결 및 최상위 발신번호로의 재 다이얼링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 이어플러그장치의 메인플러그(400)와 이동통신 단말기의 메인이어잭(미도시)은 각기 대응되는

4극 단자를 가지면서 각기 단자는 제1 이어폰의 음향신호의 전달, 제2 이어폰의 음향신호의 전달, 마이크의 음향신호의 전

달, 접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자세한 구성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이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사용을 살펴본다.

사용자는 평상시 제2 이어폰(200)에 연결된 플러그(210)를 이어잭(320)에서 분리한 상태로 본 발명의 이어마이크장치를

이동통신 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제1 이어폰(100)으로만 음향출력이 되는 상태로 제1 이어폰(100)을 한쪽 귀에 꽂아서 음향을 들을 수 있고, 전화 통화

시에는 제1 이어폰(100)으로 음향을 들으며 마이크(310)로 사용자의 음성을 전송하여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때, 본 발명을 구성하는 이어잭(320)에 스위치(323)가 부가로 구비되어 있다면, 제2 이어폰(200)의 음향신호는 제1 이

어폰(100)으로 출력되어 제1 이어폰(100)에서 제1 이어폰(100)의 음향신호와 제2 이어폰(200)의 음향신호가 동시에 출

력되므로, 제2 이어폰(200)으로만 출력되도록 예정되어있는 음향신호 등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을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스테레오 음향을 즐기고 싶다면 제2 이어폰(200)에 연결된 플러그(210)를 이어잭(320)에 장착하여 제1 이

어폰(100)과 제2 이어폰(200)으로 스테레오 음향이 출력되도록 하여 저장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음향을 감상하면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제1 이어폰만으로 음향을 청취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스테레오 음향 감상시에는 제2 이어폰을 장착하여 사용함으로써, 평상시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간단한 장착으로 스테레오를 쉽게 즐길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이어폰과 제2 이어폰 및 마이크를 포함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이어마이크장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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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이어폰를 이어마이크장치에 장착시키거나 분리시키며, 상기 제2 이어폰이 장착되었을 때 음향신호를 상기 제1

이어폰과 제2 이어폰으로 자동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2 이어폰이 분리되었을 때 모든 음향신호를 상기 제1 이어폰으로 자

동으로 전송하는 탈착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 상기 탈착수단은,

상기 제2 이어폰에 연결된 플러그와;

상기 이어마이크장치 일측에 구비되고, 상기 플러그가 삽입되거나 이탈되면서 제2 이어폰이 이어마이크장치에 장착되거

나 분리되는 이어잭;

상기 이어잭에는 플러그가 삽입되거나 이탈됨에 따라 제2 이어폰의 음향신호를 제2 이어폰과 제1 이어폰에 선택적으로

전달시키는 스위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

상기 플러그와 이어잭에는 신호단자와 접지단자가 각기 대응되도록 구비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

기용 이어마이크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

상기 이어잭은 상기 마이크가 구비되는 마이크부에 설치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용 이어마이크

장치

청구항 5.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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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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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617113

- 7 -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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