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1/4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1월04일

10-0664564

2006년12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4-0105533 (65) 공개번호 10-2006-0067165

(22) 출원일자 2004년12월14일 (43) 공개일자 2006년06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2월14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이창기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254-23

(74) 대리인 권혁록

(56) 선행기술조사문헌

1020030011745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옥우

전체 청구항 수 : 총 8 항

(54)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계 발생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계 발생 장치에 관한 것으로, 코덱으로부터의 음성대역의 전기신

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자기신호(magnetic signal)로 변환하는

코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충분한 자장(magnetic field)을 발생하기 위한

텔레코일(T-coil)을 구성함으로써, 청각 보조기를 착용한 난청자가 휴대용 무선단말기로 통화를 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계 발생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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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으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정상인이 인지할 수 있는 음향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스피커와,

상기 코덱으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자기신호(magnetic signal)로 변환하여 청각보조기로 발생하는 코일을 포함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상기 스피커와 상기 코일을 동시에 구동하거나, 상기 스피커와 상기 코일중 하나를 구동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은 HAC(Hearing Aid Compatibility) 규정을 만족하는 수백∼수KΩ의 임피던스를 갖는 텔레코일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일은 사용자가 착용한 청각 보조기로 자계를 발생할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상기 스피커의 주변 적소에 설치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피커는 수Ω∼수십Ω의 임피던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계 발생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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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으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자기신호로 변환하여 청각보조기로 발생하는 코일과,

상기 증폭기로부터의 신호를 소정 레벨로 감쇠시켜 출력하는 감쇠기와,

상기 감쇠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정상인이 인지할수 음향신호로 변환하는 수Ω∼수십Ω의 임피던스를 갖는 스피커를 포함

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상기 스피커와 상기 코일을 동시에 구동하거나, 상기 스피커와 상기 코일중 하나를 구동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피커는 수Ω∼수십Ω의 임피던스를 스피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코일은 HAC(Hearing Aid Compatibility) 규정을 만족하는 수백∼수KΩ의 임피던스를 갖는 코일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텔레코일은 사용자가 착용한 청각 보조기로 자계를 발생할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상기 스피커의 주변 적소에 설치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청각장애인를 위한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텔레코일(T-coil)을 구비하는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각종 전자, 통신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휴대용 무선단말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기 단말기의 기능은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반면에 점차 소형 경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단순한 통화기능 이외에,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서 청취를 하고, VOD(Video On Demand) 파일을 받

아서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소정의 피사체를 촬영하여 앨범 등으로 저장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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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단말기에 부착 또는 부가하여 사용되고 있는 주변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착

탈이 가능하거나(attachable) 내장형(built-in)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카메라 모듈, 공중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TV수신

모듈, MP3 파일 재생이 가능한 MP3 플레이어 모듈 등이 대별될 수 있다.

한편, 앞으로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청각 장애인용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는 2008년 2월까지 디지털 휴대폰의 절반을 통화음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저에너

지 발산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는 디지털 휴대폰에서 청각 보조기(보청기)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전자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상기 청각 보조기는 휴대폰의 통화음을 증폭시키거나, 좀 더 명확한 통화음을 발산하는 전화로부터 자기 영역을 수신하는

'텔레코일(T-coil)'이란 장치를 이용한다. 연방 법률은 대부분의 유선 전화기들을 청각 보조장치와 호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대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향후 2년 내에 청각 보조장치를 방해하지 않는 휴대폰 모델

은 최소한 2개 생산해야 한다. 또한 3년 내에는 '텔레코일'을 장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상기 텔레코일은 청각 보조기(보청기)내 유도코일의 입력으로 충분한 자계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기 텔레코일을 사

용하면 전화기가 보청기 위를 덮고 있을 때처럼 보청기 마이크로폰이 감싸져 있을 때 발생하는 피드백(휘파람 소리)을 방

지할수 있다. 즉, 청각장애인에게 보다 깨끗한 음질을 제공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각 보조기내 구비되어 자계를 수신하

는 코일도 '텔레코일'이라 부르는데, 이하 설명에서 '텔레코일'이라 함은 단말기내에 구비되는 자계 발생 코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반 유선전화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특히, 도 1은 청각 보조기로 자계

(magnetic field)를 발생시키는 구성 위주로 도시하고 있다.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약 150옴(Ω)의 임피던스(impedance)를 갖는 다이나믹 리시버(Dynamic Receiver)(10)를 사용하

거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Piezo transducer(20)와 수백Ω에서 수KΩ의 임피던스를 갖는 텔레코일(21)을 사용하여 청

각 보조기로 자계를 발생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된 부품은 직경이 최소 20mm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수화기(또는 스피커)의 크기가 비교적 큰 유선

전화기에는 구현할수 있지만, 크기가 작은 휴대용 무선단말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텔레코일을 구비하는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청각 보조기로 충분한 자계를 발생할수 있는 코일을 구비하는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스피커로 입력되는 음성대역의 신호를 자계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를 제

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견지에 따르면,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계 발생 장치에

있어서, 코덱으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정상인이 인지할 수 있는 음향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스피커와, 상기 코덱으로부

터의 전기신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자기신호(magnetic signal)

로 변환하여 청각보조기로 발생하는 코일을 포함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상기 스피커와 상기 코일을 동시에 구동하거나,

상기 스피커와 상기 코일중 하나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견지에 따르면,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계 발생 장치에 있어서, 코덱으로부터의 전기

신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증폭기와, 상기 증폭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자기신호로 변환하여 청각보조기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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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코일과, 상기 증폭기로부터의 신호를 소정 레벨로 감쇠시켜 출력하는 감쇠기와, 상기 감쇠기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정상인이 인지할수 음향신호로 변환하는 수Ω∼수십Ω의 임피던스를 갖는 스피커를 포함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상기 스

피커와 상기 코일을 동시에 구동하거나, 상기 스피커와 상기 코일중 하나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이하 본 발명은 청각 보조기(보청기)로 충분한 자계를 발생할수 있는 코일을 구비하는 휴대용 무선단말기에 대해 설명하기

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에서 상기

휴대용 무선단말기는 셀룰라 전화기(cellular phone), 개인휴대통신 전화기(PCS :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복

합무선단말기(PDA : Personal Data Assistant), IMT2000(international mobile communication-2000) 단말기, 4G

(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단말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하 설명은 상기 예들의

일반적인 구성을 가지고 설명할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MPU : Micro-processor Unit)(200)는 상기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들

어, 음성통화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처리 및 제어를 수행한다.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통상적인 제어부(100)의 처리 및 제어

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메모리는 프로그램 메모리(202), 데이터 메모리(204) 및 불휘발성 메모리(206) 등을 포함한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

(202)는 상기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

리(flash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204)는 상기 단말기 동작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램(Random Access Memory)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206)

는 시스템 파라미터(system parameter) 및 기타 저장용 데이터(전화번호, SMS 메시지 등)를 저장한다. 상기 불휘발성 메

모리는 EEPROM을 사용할 수 있다.

키패드(key pad)(208)는 0 ∼ 9의 숫자키들과, 메뉴키(menu), 취소키(지움), 확인키, 통화키(TALK), 종료키(END), 인터

넷 접속키, 네비게이션 키들(상/하/좌/우) 등 다수의 기능키들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누르는 키에 대응하는 키입력 데이터

를 상기 제어부(200)로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부(210)는 상기 단말기의 동작 중에 발생되는 상태 정보(또는 인디케이터),

제한된 숫자와 문자들, 동화상(moving picture) 및 정화상(still picture) 등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210)는

칼라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200)에 연결된 오디오 코덱(CODEC : Coder-Decoder)(212)과, 상기 코덱(212)에 접속된 스피커(216) 및

마이크(214)는 음성 통화에 사용되는 음성 입출력 블록이다. 상기 코덱(212)은 상기 제어부(200)에서 제공되는 PCM 데

이터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스피커(216)를 통해 송출하고, 상기 마이크(214)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신호를

PCM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제어부(200)로 제공한다.

RF모듈(Radio Frequency module)(220)은 안테나(128)를 통해 수신되는 래디오 주파수(RF) 신호를 주파수 하강시켜 기

저대역처리부(222)로 제공하고, 상기 기저대역처리부(222)로부터의 기저대역신호를 주파수 상승시켜 상기 안테나를 통

해 송신한다. 상기 기저대역처리부(222)는 상기 RF모듈(220)과 상기 제어부(200) 사이에 송수신되는 기저대역 신호를 처

리한다. 예를들어, 송신인 경우 송신할 데이터를 해당 무선 접속 규격에 따라 채널코딩(channel coding) 및 확산

(spreading)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수신인 경우 수신신호를 역확산(despreading) 및 채널복호(channel decoding)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HAC(Hearing Aid Compatibility)부(224)는 청각 보조기(미도시 됨)로 충분한 자계를 발생하기 위한 텔레

코일(T-coil)을 포함하며, 상기 코덱(212)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자기 신호(magnetic signal)로 변환한다.

이렇게 변환된 자기 신호는 청각장애인이 착용한 청각 보조기내 유도코일로 제공된다. 상기 HAC부(224)의 상세 구성에

대해서는 이후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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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상기 HAC부(224)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HAC부(224)는 증폭기(301)와

수백∼수십KΩ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텔레코일(302)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코덱(212)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차동신호(differential signal)로 가정하지만, 코덱(212)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싱글(single)인 경우도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증폭기(310)는 상기 코덱(212)으로부터의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한

다. 상기 텔레코일(302)은 상기 증폭기(310)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자기 신호로 변환한다. 여기서, 코덱(212)으로부

터 출력되는 신호를 증폭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기 코덱(212)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수십Ω의 임피던스를 가지는

소형 스피커에 정합된 작은 레벨의 신호로서, 이 신호를 가지고 충분한 자계를 발생할수 없기 때문이다. 즉, 본 발명은 코

덱(212)으로부터의 신호를 큰 레벨의 신호로 증폭한후 자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코덱(212), HAC부(224) 및 스피커(216)의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 보조기로 자계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스피커(216)는 수Ω∼수십Ω의 임피던스를 갖는 증폭기로서, 코덱(212)으로부터의 음성대역의 전기

신호를 정상인의 귀에서 인지할수 있는 음향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동시에, 증폭기(401)는 상기 코덱(212)으로부터의 음성대역의 전기신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한다. 상기 증폭기

(401)의 입력단에 연결되는 저항R1과 저항R2는 상기 증폭기(401)의 증폭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텔레코일(402)

은 HAC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수백∼수십㏀의 임피던스를 갖는 텔레코일로서, 상기 증폭기(401)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자

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텔레코일(402)은 HAC(Hearing Aid Compatibility)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바람직하기로, 텔레코일(402)은 사용자의 귀(또는 청각 보조기) 방향으로 자계를 발생할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스피커(216) 장치 주변의 적소에 설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피커(216)를 통해 음향신호가 발생되고, 동시에 텔레코일(402)을 통해 자기 신호가 발생된다. 여기서, 스피

커(216)에서 발생되는 음향은 정상인이 청취하게 되고, 텔레코일(402)에서 발생되는 자기 신호는 청각장애인이 착용한 청

각 보조기(미도시 됨)를 구동하게 된다. 상술한 실시예는 스피커(216)와 텔레코일(402)을 동시에 구동하는 것으로 설명하

지만,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둘중 하나만 구동시킬 수도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 보조기로 자계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증폭기(501)는 코덱(212)으로부터의 음성대역의 전기신호를 소정 레벨로 증폭하여 출력한다. 텔레

코일(402)는 HAC관련 규정을 만족하는 수백∼수십㏀의 임피던스를 갖는 텔레코일로서, 상기 증폭기(501)로부터의 전기

신호를 자기 신호(magnetic signal)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텔레코일(502)은 HAC 규정을 만족할수 있는 위

치에 설치된다. 바람직하기로, 상기 텔레코일(502)은 사용자의 귀(또는 청각 보조기) 방향으로 자계를 발생할수 있도록 물

리적으로 스피커(216) 장치 주변의 적소에 설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텔레코일(502)을 통해 발생되는 자기 신호는

청각장애인이 착용한 청각 보조기(미도시 됨)를 구동하게 된다.

감쇠기(503)는 상기 증폭기(501)로부터의 신호를 수∼수십Ω의 임피던스를 갖는 스피커(216)에 인가하기 위해서 소정 레

벨로 감쇠시켜 출력한다. 상기 스피커(216)는 상기 감쇠기(503)로부터의 전기신호를 정상인의 귀에서 인지할수 있는 음향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와 같이, 상기 스피커(216)를 통해 발생되는 음향은 정상인이 청취하게 된다. 상술한 실시예

는 스피커(216)와 텔레코일(502)을 동시에 구동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둘중 하나만 구동시킬 수

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각 보조기를 구동하기 위한 자계를 발생시키는 텔레코일(402, 502)은 일 예로 스피커(216) 장치

주변의 적소에 설치될 수 있다. 이를 도면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기의 폴더 개방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600)는 메인 바디(510)와 상기 메인 바디(610)상에서 일정 각도로 개폐가 가능

하도록 설치되는 폴더(620) 및 상기 메인 바디(610)에서 폴더(620)를 일정 각도(일반적으로 약 130 ~ 140°)로 개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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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힌지 모듈(미도시 됨)로 구성된다. 상기 힌지 모듈은 폴더(620)의 센터 힌지암(623)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상기 힌지

모듈의 단부에 돌출된 힌지 샤프트의 더미가 메인 바디(610)의 양 사이드 힌지암(613) 중 어느 한 곳에 고정됨으로써 단말

기(500)의 개폐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메인 바디(610)에는 데이터 입력 수단으로 네비게이션 키 버튼을 포함하는 키패드 어셈블리(611)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측으로는 상대방에게 음성을 송신할 수 있는 송화부인 마이크로폰 장치(612)가 설치된다. 또한, 상기 폴더(620)에는

데이터 출력수단인 엘씨디 모듈(621)(바람직하게는 컬러 와이드 엘씨디 모듈)이 설치되며, 그 상측으로는 상대방의 음성

을 수신할 수 있는 수화부인 스피커 장치(622)가 설치된다. 또한, 폴더(620)의 외면상에는 슬레이브 엘씨디 모듈(미도시

됨) 및 사용자의 선택적 조작에 의해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장치(미도시 됨)가 설치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자장 발생을 위한 텔레코일(402,405)은 단말기 폴더(620)의 상기 스피커 장치(622) 주변에 설치된

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스피커 장치(622) 주변의 화살표 A의 영역 중 어느 한곳에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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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충분한 자장(magnetic field)을 발생하기 위한 텔레코일(T-coil)을 구성함

으로써, 청각 보조기를 착용한 난청자가 휴대용 무선단말기로 통화를 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증폭기의 증폭 레벨과

감쇠기의 감쇠 레벨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각 국가에서 규정하는 HAC 규격을 쉽게 구현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반 유선전화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단말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2의 HAC부(224)의 상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 보조기로 자계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무선단말기에서 청각 보조기로 자계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폴더 개방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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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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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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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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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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