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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단 커널형 드라이버를 구비한 통신 헤드셋

요약

  본 발명은 통신 헤드셋에 관한 것이다. 헤드셋은 스피커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하우징(902)을 포함한다. 헤드셋은 또한 이

도에 삽입되는 노즐(904)을 포함한다. 노즐(904)은 하우징(902)에 결합한다. 헤드셋은 부가적으로 노즐(904)에 결합하는

방음 수화기(906)를 포함하며, 수화기(906) 및 하우징(902)은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으로부터 방음을 제공한다.

헤드셋은 또한 마이크(916)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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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차단 커널형(in-ear) 드라이버를 구비한 통신 헤드셋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마이크 장치가 부착된 소음 차단

이어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소음 환경하에서 이동 전화기와 같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종종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환경

에서 사용자는 전화 통화의 상대 측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다. 신호대 잡음비의 개선은 상대 측이 보다 용이하게 통

화내용을 청취 및 이해하게 하여 통신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통화를 용이하게 하여준다.

  이러한 신호대 잡음비의 개선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 또는 정거장과 같이 배경 잡음이 음성과 유사하고 비

-정적인 경우이거나, 배경 잡음이 자동차, 비행기, 또는 공장과 같이 보다 일정한 경우에 특히 바람직하다.

  이동 전화 사용자들 중 일부는 사용자가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핸즈-프리" 상태에서

통화하기를 선호한다. 이러한 핸즈프리 동작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를 에워싸고 귀의 상부에 걸

쳐지는 표준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헤드셋을 사용한다. 이동 전화기와 패키지화되는 이러한 "이어버드(earbuds)" 형태의

이어폰들은 귀의 외부에 장착된다. 이러한 헤드셋들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를 포함한다.

  이러한 헤드셋들은 사용자 귀로 들어오는 배경 잡음을 거의 차단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헤드셋 또는 이어버드 사용자는

원하지 않는 소음을 차단하고 상대 측의 음성을 잘 청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에 손을 유지하거나, 수화기를 자신의 귀 가

까이에 유지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이 손을 사용하는 행위는 헤드셋의 "핸즈프리"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헤드셋들은 착용하기에 불편하고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시스템들은 원하지 않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신호에 "소음-방지" 신호를 부가하는 활성 소음 제거 시

스템들을 통해 배경 잡음을 방지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고가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추가적인 논리부를 필요로 하고 동적

인 소음 환경하에서는 종종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성 소음 제거 헤드폰들은 일반적인 다른 헤드폰들에 비해 크

고 무겁다. 활성 제거 처리는 결과적인 오디오 내에 원하지 않는 가공신호를 도입할 수 있는 복합 처리를 통해 선택된 주파

수들을 무시한다. 또한, 이러한 처리는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어 추가적인 배터리 소모를 초래하고, 이는 배터리 사이즈, 크

기, 소모율이 중요한 환경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배경 잡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착용하기 편리하며, 사용자의 머리에 효과적으로 고정될 수 있는 저가의 통신

헤드셋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필요성 중 하나 이상이 하기의 통신 시스템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통신 헤드셋이 제공된다. 본 헤드셋은 마이크, 스피커 드라이버, 이도(ear canal)에 삽입되는 노즐, 및 상

기 노즐에 결합하는 방음 수화기를 포함한다. 수화기는 내부 원통형 강성 튜브에 부착되는 외부 슬리브로 구성된다. 가요

성 슬리브가 이도를 마찰력으로 맞물리도록 하여 방음을 제공한다. 수화기는 이상적으로는 슬리브와 이도 사이에 완전한

방음이 달성되는 경우 15-20㏈의 차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마이크는 스피커 드라이버로부터 연장되는 케이블 및 붐

(boom)을 통해 시스템에 연결된다. 이러한 케이블은 마이크로부터의 출력 신호 및 스피커 드라이버에 대한 입력 신호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슬리브는 내부 원통형 강성 튜브 및 이도와 맞물리도록 형성되는 압축성 폐쇄-셀 폼(foam)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원통형 튜브는 마찰력으로 노즐과 맞물리며, 수화기를 스피커 드라이버에 부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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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실시예들에서, 슬리브는 원통형 튜브의 내부 부분 및 이도에 맞물리도록 형성되는 외부 부분을 구비한 가요성 플라

스틱 또는 실리콘으로 구성된다. 내부 원통형 튜브는 마찰력으로 노즐과 맞물리고, 수화기를 스피커 드라이버에 부착시킨

다.

  수화기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외부 소음에 대한 개방 경로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차단량은 어

떠한 개방 경로도 갖는 않는 설계에 비해 의도적으로 감소한다.

  통신 헤드셋은 어떠한 부가적인 고정장치 또는 부착 메커니즘 없이 수화기에 의해서만 사용자 머리에 고정될 수 있다.

  붐은 케이스에 단단히 또는 힌지 결합 방식으로 부착될 수 있다. 붐은 유연하거나 또는 구부러지지 않는 형태일 수 있다.

이러한 케이스로부터 연장하는 가요성 케이블은 유닛이 좌측 또는 우측 귀에 착용될 수 있도록 붐과 동일한 방향으로 연장

한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 및 장점들은 하기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통해 기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 헤드셋을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강성 비-힌지 형태의 붐을 구비한 통신 헤드셋을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힌지 형태의 붐을 구비한 통신 헤드셋을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비-힌지 형태의 붐을 구비한 통신 헤드셋을 보여주는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구성 성분들을 자세히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포함될 수 있는 제어 및 볼륨 어셈블리의 구성 성분들을 자세히 나타낸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 성분들을 자세히 나타낸다.

  도 8은 도 7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9-1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대안적인 수화기 디바이스들을 나타낸다.

  도 13 및 14는 사용자의 귀에 결합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일부에 대한 추가의 상세를 나타낸다.

  도 15는 사용자의 귀에 결합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일부에 대한 추가의 상세를 나타낸다.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구성요소와 사용자의 이도와의 맞물림을 나타낸다.

  도 17은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8은 도 17에 나타낸 실시예의 평면 투시도를 나타낸다.

  도 19는 도 17에 나타낸 실시예의 측면도를 나타낸다.

  도 20은 도 17에 나타낸 실시예의 저면도를 나타낸다.

  도 21은 도 17의 실시예의 교차면을 나타낸다.

  도 22는 도 21에 나타낸 실시예의 대안적인 도면이다.

공개특허 10-2005-0106079

- 3 -



실시예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헤드셋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도시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 헤드셋

(102)을 도시한다. 헤드셋은 사용자의 머리 위에 장착되고, 붐(106)에 부착된 마이크(104)를 포함한다. 가요성 케이블

(108)은 상기 유닛으로부터 이동 전화기(110)로 연장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강성 비-힌지 형태의 붐(202)을 가지는 통신 헤드셋을 나타낸다. 상기 실시예에서,

케이블(204)은 베이스(206)로부터 유연하고 일정하게 연장한다.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서, 노즐(208) 및 붐(202)은 신

체 구조와 조화되는 결합 구조로 베이스(206)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붐(202)은 마이크를 사람의 입에 충분히 가깝게 배

치하며, 노즐(208)은 사용자의 이도에 편하게 삽입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힌지 형태의 붐(302)을 가지는 통신 헤드셋을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요성 비-힌지 형태의 붐(402)을 가지는 통신 헤드셋을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상세를

나타낸다. 마이크 붐(502)은 적어도 일 단부가 전면 마이크 하우징(504a)과 후면 마이크 하우징(504b)에 부착된다. 붐

(502)은 적절한 길이를 가지며, 사용자의 입 근처 단부에서 마이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붐(502)의 다른 위치는 붐 하

우징(512)에 부착된다.

  당업계에 공지된 것과 같은 마이크 카트리지 또는 엘리먼트(506)는 마이크 하우징 내에 상주한다. 상기 구조에서, 지향성

마이크 엘리먼트, 예를 들어 카디오이드(cardioid), 양지향성("소음 차단"), 또는 하이퍼카디오이드(hypercardioid) 설계

들은 마이크들이 원하지 않는 주변 소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전방향성 마이크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케이스는 외부 케이스 하우징(508)과 내부 케이스 하우징(510)으로 형성된다. 케이스는 붐 하우징(512)을 당업계에 공

지된 바와 같은 커널형 드라이버(520), 예를 들면,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의 Shure INc.에 의해 제작된 E2C 커널형 드라이

버에 결합된다.

  전면 출력 케이블(514)은 붐(502)과 평행한 방향으로 하우징(512)과 외부 케이스 하우징(508)으로부터 연장된다. 구체

적으로, 케이블(514)은 하우징(512)의 립(540) 및 하우징(508)의 립(542)에 의해 형성된 개구부로부터의 가요성 릴리프

(relief) 유닛(515)으로부터 연장한다. 케이블(514)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들로 구부러질 수 있

도록 형성되고, 상기 본 설명에서 케이블(514)이 사용자의 좌측 귀의 바깥쪽 부분 주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구부

러진다. 대안으로, 케이블(514)은 508, 510에 의해 형성된 하우징을 빠져나온 후에 아래쪽으로 구부러질 수 있고, 유닛은

사용자의 우측 귀 주위로 연장할 수 있다.

  수화기(521)는 노즐(522)을 포함하며, 케이스 하우징(508, 510)에 결합된다. 노즐(522)은 사용자의 이도에 마찰력으로

맞물리는 수화기(530) 내로 연장된다. 수화기(530)는 개구부와 폼 슬리브(534)를 형성하는 강성 플라스틱 실린더(532)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수화기(530)는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재료로 형성되며, 이도에 마찰력으로 맞물리는 슬리브(534)

의 기능적인 특성들과 노즐(522)에 마찰력으로 맞물리는 실린더(530)의 기능적인 특성들을 갖는다. 플러그(550)는 실린

더(532) 내에 상주한다.

  슬리브(534)는 압축성이며, 사용자의 이도를 고정하고 마찰력으로 맞물리도록 형성된다. 슬리브는 추가의 탭들, 부속품

들 또는 사용자의 귀 바깥쪽에 맞물리는 다른 구조 필요 없이 전체 헤드셋 어셈블리가 수화기와 사용자 이도와의 맞물림에

의해 지지되기에 충분한 강성을 갖는다.

  사용자의 귀 내부에 유닛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귀에 와이어(514)가 맞물려야할 필요는 없다. 도 5에 나타낸 케이블

은 유닛을 지지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자의 왼쪽 귀에 맞물릴 수 있다. 케이블(514)은 케이스(510)로부터 연장하여

바로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사용자의 귀 바깥쪽에 맞물리지는 않는다. 상기 경우에, 사용자의 이도 내에서 수화기

와 마찰력으로 맞물리는 것은 유닛을 적절히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커널 설계는 추가 귀 부속품들의 필요 없이 경량의 헤드셋 붐에 대한 적절한 지지부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마이크는 케이블의 길이를 따르는 한 지점에서 케이블(514)에 부착된다. 이러한 "목걸이-스타일

(lavailer-style) 장치는 기존의 이동 전화기용 "이어버드" 댕글링(dangling)-마이크 헤드셋들과 유사하며, 이는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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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포함된 제어 및 음량 어셈블리의 구조적인 구성요소들의 추가의 상세를 나타낸다. 상부 커

버(602)가 하부 커버(604)에 부착된다. 커버들은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 음량 제어 및 뮤트 제어(612)를 수행할 수 있

는 통신 헤드셋의 제어부들을 수용한다. 제어부(610)는 전위차계이고 제어부(612)는 슬라이드 스위치이다. 전위차계는 썸

휠(thumbwheel;614) 주위를 회전한다. 가요성 릴리프부(616 및 618)는 상부 커버(602) 및 하부 커버(604)에 의해 형성

된 개구부들로부터 연장한다.

  도 7a, 7b, 7c, 7d 및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상세를 나타낸다. 회전형 마이크 붐(702)은 전면 마이크 하우징

(704a) 및 후면 마이크 하우징(704b)에 의해 형성된 마이크 하우징을 포함한다. 당업계에 공지된 것과 같이, 카트리지

(706)는 마이크 하우징 내에 상주한다.

  도 7a에 도시된 것과 같이, 마이크 리드선들(708, 710)은 붐(702)의 바디 내로 연장한다. 마이크 붐 하우징은 외부 붐 하

우징(714) 및 내부 붐 하우징(716)을 포함한다. 내부 및 외부 붐 하우징들(716, 714)은 피벗팅(pivoting) 나일론 워셔

(720), 스테인리스 스틸 Belville 워셔(722) 및 나사 절삭 Phillips 라운드 헤드(724)용 베어링을 수용한다. 전면 도출 케이

블(730)은 케이블 도출 쇠고리(732)로부터 유닛에서 연장한다.

  커널형 드라이버(740)는 외부 붐 하우징(716)에 연결된다. 전선(미도시)은 드라이버의 하부(744)에 있는 통로(742)를

통해 드라이버(740)로 들어간다. 단부들(748, 750)은 실리콘 귀마개(760)의 통로로 연장되는 실린더 또는 노즐을 형성한

다.

  붐 하우징들(714, 716)에 의해 형성된 붐(702)과 붐 하우징은 드라이버(740)와 힌지로 맞물리며, 그 결과 붐(702)은 드

라이버(740)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60도의 범위에서 회전할 수 있다. 탭(770)은 붐(702)의 회전을 제어하는 피벗팅 록

(pivoting lock)으로서 동작한다.

  실리콘 귀마개(760)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 7c에 도시되어 있다. 실리콘 귀마개(760)는 특정 사용자를 지원하도록 다양

한 길이들로 자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귀마개(760)는 20mm의 길이를 가지며 다양한 맞춤용으로 16.5mm, 13mm,

9.5mm 및 6mm의 길이들로 자를 수 있다.

  드라이버(740)는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의 Shure INc.의 슈어 E2C 드라이버와 같이, 기술적으로 공지된 내부 부품들

(764)을 포함한다.

  도 9-12는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는 수화기들의 다양한 구조들을 나타낸다. 다양한 구멍이 있고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화

기들은 다소의 주변 소음이 사용자의 이도로 누출되도록 허용한다. 상기 누출은 주변에 대한 상이한 사용자 선호도를 제공

하며 시스템이 전체적인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허용한다. 상기 도면들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설계들은 슬리브의 외부 주위에 있는 작은 구멍들과 개방된 채널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별들, 프로

펠러들, "C"들, 강낭콩 및 "스타버스트들(starbursts)"과 같은 형태들을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폼 또는 플라스틱은 개방 셀 저음파 임피던스 폼, 단락 셀 고음파 임피던스 폼, PVC,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과 같이, 수화기의 슬리브 부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폼은 단락 셀 고음파 임피던스

폼이다. 상기 폼은 15 내지 25dB의 방음을 허용한다. 제 2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수화기의 슬리브 부분은 가요성 PVC 플

라스틱이다. 상기 PVC 슬리브는 또한 15 내지 25dB의 방음을 허용한다. 재료들을 사용하여, 대안적인 실시예들은 바람직

한 효과를 위해 12dB만큼 낮게 방음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분류된 수화기들 중에서 수화기를 선택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귀에 커널형 이어폰이 잘 맞도록 개인화할 수

있으며 또는 바람직한 방음 레벨을 결정할 수 있다. 슬리브들은 사용자의 귀의 특정한 형태와 일치한다. 또한, 맞춤형 커널

형 피트는 일반적인 귀 덮개 헤드셋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이 있는 압력 포인트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헤드셋을

착용할 수 있도록 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6은 귀(884)의 이도(888)에 있는 수화기(886)의 마찰 연동을 나타낸다. 하우징(880)의 일부분은 당업자에 의해 이

어 볼(ear bowl)로 지칭되는 귀의 한 부분에 위치하며, 이어 볼의 아래쪽은 화살표(882)로 표시된다. 도 16에서, 수화기

(886)는 사용자의 이도에 완전히 삽입되지는 않는다.

  도 17-22는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하우징(902)과 하우징(902)으

로부터 연장되는 노즐(904)을 포함한다. 수화기(906)는 하우징과 연결되고, 도 5에 도시된 노즐(52)과 유사한, 도 17에 도

공개특허 10-2005-0106079

- 5 -



시된 노즐(904)에 대한 대부분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 하우징(902)과 수화기(906)는 함께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

으로부터 적어도 15dB의 방음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우징(902)과 수화기(906)는 함께 15-25dB의 방음을

제공한다.

  케이블(908)은 하우징(902)으로 연장되며 최종적으로 셀룰러 전화기 또는 다른 오디오 장치로 연결된다. 케이블(908)은

긴장 완화부(strain relief portion)(910)를 포함한다. 또한, 붐 가이드(912)가 하우징(902)에 연결된다. 붐 가이드(912)는

고정된 단단한 물질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가요성 붐(914)은 붐 가이드(912)로부터 연장된다. 마이크로폰 어셈블리

(916)는 붐(914)의 끝 부분에 연결된다. 본 발명은 또한 사용자의 귀로 헤드셋을 지원하는 가요성 귀 지지부(918)를 포함

한다. 귀 지지부(918)는 가요성 고무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붐 가이드(912)는, 자신의 세로 방향으로, 파선(930)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붐 축을 형성한

다. 노즐(904)은 자신의 세로 방향으로 파선(932)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노즐 축을 형성한다. 붐 축과 노즐 축은 동일

평면상에 있으며 도 18을 도시하는 문서의 평면에서 936에 도시된 각도로 서로 교차한다. 상기 평면은 또한 도 19 및 도

20의 파선(950)에 의해 도시된다. 상기 평면은 또한 도 21 및 도 22에 도시된 파선 직사각형(960)에 의해 표시된다.

  도 18과 관련하여, 각도(936)는 약 77도에서 97도의 범위에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약 87도이다.

  도 18과 관련하여, 헤드셋은 도 18의 문서에 의해 정의된 평면으로부터 직교하게 뻗어있는, 파선(940)에 의해 표시된, 평

면을 따라서 사용자에게 장착된다. 파선(940)에 의해 정의된 상기 평면은 더 나아가서 도 21의 파선 직사각형(962)에 의

해 표시된다. 구체적으로, 하우징(902)은 사용자의 귀에서 당업자에 의해 이어 볼로 지칭되는 귀의 일부분에 위치한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우징(880)은 사용자의 이어 볼을 따라 위치하며, 이어 볼의 아래쪽은 화살표(882)로 표시되며,

모든 이어 볼은 사용자의 귀(884)의 일부분이다. 도 16에서, 수화기(886)는 사용자의 이어 볼에 완전히 삽입되지는 않는

다.

  도 18과 관련하여, 제 1 평면에서, 파선(940)에 의해 정의된 제 1 평면에 직교하는 제 2 평면은 선(932)에 의해 도시된,

노즐 축과 함께 각도(938)를 형성한다. 각도(938)는 약 23도에서 43도의 범위에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약 33도이다.

  축, 즉 파선(944)에 의해 도시된, 하우징 축은 하우징(902)의 세로 방향에 있다. 선(944)에 의해 정의된 상기 축이 선

(930)에 의해 도시된, 붐 축과 동일 평면상에 있으면, 붐 축과 노즐 축은 하우징 축으로부터 각을 이루어 연장된다. 케이블

(908)은 선(944)에 도시된 하우징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하우징(902)으로부터 연장된다. 특정 실시예들에서, 하우징은 하

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세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헤드셋 구조에 대한 특정한 특징들은 사용자의 왼쪽 귀 또는 오른쪽 귀 중 하나에 사용하기 위한 호환성을 향상시킨다.

구체적으로, 노즐(904), 붐 어셈블리(912) 및 케이블(918)은 도 19 및 도 20의 파선(950)에 의해 도시되고, 도 21 및 도

22의 파선 직사각형(960)에 의해 도시된 평면에서 동일 평면 방식으로 확장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도 21의 선(960)으

로 도시된 상기 평면은 도 21의 파선(962)에 의해 도시된 평면과 수직을 이룬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용자가 하우징(902)

을 통해 귀 지지부(918)를 간단하게 풀어주고 귀 지지부(918)를 180도 만큼 움직여주며 하우징(902)을 통해 귀 지지부

(918)를 다시 풀어줌으로써 상호교환적으로 왼쪽 귀 또는 오른쪽 귀로 헤드셋을 장착할 수 있게 한다.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귀 지지부(918)는 "954"로 도시된 개구부를 포함하여, 귀 지지부(918)는 하우징(902) 위로

슬립되고 좌측 또는 우측 귀 동작을 위해 사용자의 기호에 적합하게 플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1 및 22와 같은 소정의 도면들에서, 케이블의 변형 제거부(910)가 도시되며, 케이블(908)의 나머지 부분

은 도시되지 않는다. 도 19를 참조하면, 케이블(908)은 "908a"로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950)에 의해 한정된 평면으로 아

래로 연장할 수도 있거나, 케이블(908)은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908b"로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950)에 의해 한정된 평

면으로부터 위로 연장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에서 명백하듯이, 본 발명의 방음 경로는 최대로 볼륨을 올릴 경우, 조용한 이동 전화 헤드셋 출력 또는 조용한

원단 화자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한 표준 레벨에서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필요한 볼륨 레벨

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이도 커플링은 대부분의 귀마개형 헤드폰과 비교하여 음성 통신을 위해 중요한 저음 및 중저음 주

파수 응답을 개선한다. 상기 유닛은 또한 더 적은 증폭 전력을 필요로 하여, 더욱 효율적인 설계 및 휴대용 전력원으로부터

의 더 적은 전력 소비, 즉 적은 배터리 소모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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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 설계는 또한 슬리브에 의해 제공된 자연 잡음 감쇠를 초래하여,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낮은 청음 볼륨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사용자가 외부의 '스필(spill)'에 대한 상쇄를 위해 볼륨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음 피로 및 영구적이

거나 반영구적인 청각 손상을 감소시킨다. 이는 또한 신호가 진폭을 증가시킴에 따라 증가하는 왜곡을 더 적게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은 또한 한쪽 귀의 수화기에 의해 감소한 외부의 주변 소음이 다른 쪽 귀에서 듣기를 원하는 통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다.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대화를 하기 위해 헤드셋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개방되어 차단되지 않은 귀로 플레이되는 게임의 주변 음향 효과를 듣기를 원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게임 플레

이 오디오 효과를 듣게 하고 통신을 훨씬 향상시킨다. 수화기는 한쪽 귀의 게임플레이 오디오 효과의 감쇠를 통해 원단 화

자가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게임플레이 오디오 효과를 거부함

으로써 근단 화자가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전기적으로 주입된 조절가능한 환경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내장된 작은 마이크를 사용

하며, 수화기에 의해 사용자의 귀에 전달된 소리에 대해 조절가능한 레벨로 국부적인 환경 소리에 부가됨으로써 사용자가

주위의 소음/누설의 원하는 양을 선택하게 한다.

  본 발명은 완전한 방음이 요구되는 통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두 개의 수화기 옵션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

예에서, 수화기들은 양쪽 이도에 삽입된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또는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장

치 등을 사용하여 스테레오 청취가 요구되는 곳에서 청취를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두 수화기 구조에서, 본 발명은 레벨 차, 신호 위상 차(~180도), 또는 좌측 및 우측 귀에 대한 신호들 사이의 시간 지연

(100ms 미만의 두 귀간의 시간 차)의 사용을 통해 제공된 소리의 측면화(소리가 다른 방향이 아닌 한 방향에서 오는 감각

을 사용자에게 전달함)를 달성한다. 이러한 측면화는 원단 화자 신호가 우측으로부터 더 많이, 또는 좌측으로부터 더 많이

전달되는 감각을 생성하도록 통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전히 두 수화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

한, 각각의 귀에 더 높은 신호 레벨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1.4-2배의 신호의 감지된 시끄러움을 상승시킨다.

  본 발명은 이도 라우드 스피커 위치를 통해 마이크로부터의 큰 소리의 방음에 의해, 마이크와 수화기 사이의 청각적 에코

를 감소시키게 한다.

  택일적으로, 커널형 드라이버 기술은 매우 엄격한 어플리케이션용의 두 시스템의 장점을 달성하기 위해, 활성 소음 제거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템은 또한 다양한 무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드셋은 전화 헤드셋과 무선으로 통신할 수도

있거나, 전화 통신용 전자 장치가 하우징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도 17 또는 18에서의 케이블

(908)과 같은 마이크 케이블이 불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발명은 통신 헤드셋에 관한 것이다. 결국, 본 발명은 다양한 도면으로 도시된 형태로 실시된다.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경은 본 발명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헤드셋으로서,

  스피커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결합되며, 이도(ear canal)에 삽입하기 위한 노즐;

  상기 노즐에 결합되며, 상기 하우징과 함께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로부터 적어도 15㏈의 방음을 제공하는 방음 수

화기; 및

공개특허 10-2005-0106079

- 7 -



  마이크를 포함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는 상기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로부터 15 내지 25㏈ 범위의 방음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는 이도에 마찰력으로 맞물리기에 적합한 가요성 재료 및 개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원통형 강성 튜브이고, 상기 가요성 재료는 상기 튜브를 둘러싸는 압축성 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재료는 플라스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재료는 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연장하는 붐(boom) 어셈블리를 더 포함하며, 상기 마이크는 상기 붐 어셈블리에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붐 어셈블리는 강성 붐 가이드 및 가요성 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붐 어셈블리의 세로 방향은 제 1 축을 형성하고, 상기 노즐의 세로 방향은 제 2 축을 형성하며, 상

기 제 1 축 및 상기 제 2 축은 교차하여 제 1 평면에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각도는 약 77도 내지 약 97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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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각도는 약 87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제 1 평면과 직교하는 제 2 평면에서 사용자의 귀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셋은 사용자의 왼쪽 귀 또는 사용자의 오른쪽 귀용이 대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

셋.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평면 및 상기 제 2 축은 약 23도 내지 약 43도의 제 2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각도는 약 33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연장하여 제 3 축을 형성하는 케이블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 1 축, 상기 제 2 축

및 상기 제 3 축은 동일 평면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가요성 귀 지지부(ear support)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는 사용자의 상기 통신 헤드셋을 단독으로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연장하는 케이블을 더 포함하며, 상기 케이블은 상기 스피커 드라이버에 대한 입

력 신호 및 상기 마이크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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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는 상기 케이블에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은 상기 수화기와 함께 사용자의 상기 통신 헤드셋을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는 지향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는 카디오이드(cardioid) 마이크, 양지향성 마이크 및 하이퍼카디오이드 마이크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 주변 소음이 상기 드라이버에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는 상기 드라이버 신호로부터 방음됨으로써 원단 화자(far-end talker)에 대한 에코를 감

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재료는 별, 강낭콩, 삼각형, 스타버스트(starburst), 프로펠러 및 C 문자로 구성된 그룹으

로부터의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는 이도에 마찰력으로 맞물리기에 적합한 가요성 재료 및 개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8.

  통신 헤드셋으로서,

  세로 방향으로 제 1 축을 형성하는 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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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방향으로 제 2 축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축으로부터 각을 이루어 연장하며, 이도에 삽입하기 위한 노즐;

  스피커 드라이버를 포함하며, 상기 노즐이 결합되고, 세로 방향으로 제 3 축을 형성하며, 상기 제 1 축 및 상기 제 2 축이

상기 제 3 축으로부터 각을 이루어 연장하는 하우징;

  상기 노즐에 결합되는 방음 수화기;

  상기 붐 가이드로부터 연장하는 붐; 및

  상기 붐에 결합되는 방향성 마이크를 포함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상기 제 3 축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케이블을 더 포함하며, 상기 케이블은 상기

스피커 드라이버에 대한 입력 신호 및 상기 마이크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붐은 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붐의 일부는 강성이고 상기 붐의 일부는 가요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축 및 상기 제 2 축은 제 1 평면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축 및 상기 제 2 축은 교차하여 상기

제 1 평면에 제 1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각도는 약 77도 내지 약 97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각도는 약 87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상기 제 1 평면과 직교하는 제 2 평면에서 사용자의 귀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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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셋은 사용자의 왼쪽 귀 또는 사용자의 오른쪽 귀용이 대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

셋.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평면 및 상기 제 2 축은 약 23도 내지 약 43도의 제 2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각도는 약 33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3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으로부터 연장하여 제 3 축을 형성하는 케이블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 1 축, 상기 제 2 축

및 상기 제 3 축은 동일 평면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는 이도에 마찰력으로 맞물리기에 적합한 가요성 재료 및 개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재료는 플라스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가요성 재료는 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3.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원통형 강성 튜브이고, 상기 가요성 재료는 상기 튜브를 둘러싸는 압축성 폼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4.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 및 상기 하우징은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로부터 적어도 15㏈의 방음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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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는 상기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으로부터 15 내지 25㏈ 범위의 방음을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6.

  제 28 항에 있어서, 가요성 귀 지지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7.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수화기는 사용자의 상기 통신 헤드셋을 단독으로 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8.

  제 28 항에 있어서, 적어도 일부 주변 소음이 상기 드라이버에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4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는 상기 드라이버 신호로부터 방음됨으로써 원단 화자에 대한 에코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50.

  통신 헤드셋으로서,

  제 1 스피커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제 1 이어(ear) 하우징;

  제 2 스피커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제 2 이어 하우징;

  상기 제 1 하우징에 결합되며, 제 1 이도에 삽입하기 위한 제 1 노즐;

  상기 제 2 하우징에 결합되며, 제 2 이도에 삽입하기 위한 제 2 노즐;

  상기 제 1 노즐에 결합되며, 상기 하우징과 함께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으로부터 적어도 15㏈의 방음을 제공하는

제 1 방음 수화기;

  상기 제 2 노즐에 결합되며, 상기 제 2 하우징과 가청 주파수 범위의 주변 소음으로부터 적어도 15㏈의 방음을 제공하는

제 2 방음 수화기; 및

  마이크를 포함하는 통신 헤드셋.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피커 드라이버에 대한 제 1 신호 및 상기 제 2 스피커 드라이버에 대한 제 2 신호를 조정

하여 소리가 다른 방향이 아닌 한 방향에서 오는 것을 감지하는 측면화 수단(lateralization)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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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화 수단은 레벨 차 조정 단계, 위상 차 조정 단계 및 두 귀간의 시간 차 조정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헤드셋.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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