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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인 IEEE 802.15.4 프로토콜(ZigBee)을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는, 기지국을 통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이동 통신 단말

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고, 지그비 프로토콜

에 의하여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함으로써 무선 송수신하는 지그

비 코디네이터; 및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

호 및 음성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함으로써 무선 송수신하고,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지그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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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기지국을 통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고, 지그비 프로토콜에

의하여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함으로써 무선 송수신하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및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함으로써 무선 송수신하고,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지그비 디바이스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소정의 디스

플레이 신호 및 상기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

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고 근거리에 이격되어 설치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에 핸즈프리 기능을 제

공하기 위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에 할당된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음성신호 인터페

이스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상기 통화 제어 신호를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송수신하는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에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 및

상기 식별번호의 일치여부에 따라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

이스로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음성신호가 송수신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

비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상기 통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음성입출력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를,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고 근거

리에 이격되어 설치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변조 또는 복조

하는 무선송수신부; 및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코디네이터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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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

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변조 또는 복조하는 무선송수신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로부터 수신된 음성 신호를 이어폰을 통하여 제공하고, 마이크를 통하여 음성신호를 입력받는 음

성입출력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디바이스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

청구항 6.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고 근거리에 이격되어 설치된 지그비 디바이스에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지그비 디

바이스에 할당된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송수신하는 시리얼 버스 인터페

이스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에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 및

상기 식별번호의 일치여부에 따라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

이스로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음성신호가 송수신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복수의 키 버튼으로 형성되고, 상기 식별번호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부; 및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식별번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청구항 8.

음성 통화 기능을 갖고 동일한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

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음성입출력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를,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고 근거리에 이격되어 설치된 지그

비 디바이스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변조 또는 복조하는 무선송수신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코디네이터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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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는,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코디네이

터.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는, 범용 직렬 버스(USB)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코디네

이터.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 및 상기 음성입출력부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로 연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연결핀을 갖는 핀형 커넥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외부 케이스에 공기 압축에 의하여 고정되는 고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번호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단말기 일련번호(ESN)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 및 상기 지

그비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조합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청구항 15.

음성 통화 기능을 갖고 동일한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연결된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변조 또는 복조하는 무선

송수신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로부터 수신된 음성 신호를 이어폰을 통하여 제공하고, 마이크를 통하여 음성신호를 입력받는 음

성입출력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디바이스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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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제공하는 백라이

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는, 전파의 세기, 메시지 도착 알림 표시, 진동모드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

시간 및 발신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제어 신호는,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의 인증을 위한 접속 요청신호, 통화개시 요청신호, 통화완

료 요청신호 및 연결종료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 디바이스.

청구항 19.

지그비 디바이스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대하여 접속을 요청하는 제1

단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제2 단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가 인증된 경우에는, 대기 정보 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

신한 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로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송출하는 제3 단계;

착신 이벤트 발생 시, 착신 정보 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신호를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신한 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로 무선송출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로부터 통화 개시 요청 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 사이에 통화 채널을 연결

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프리 기능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로부터 통화 종료 요청 시, 대기 상태 정보 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 신호를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로

제공하는 제6 단계; 및

상기 통화 채널을 차단하는 제7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그비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프리 기

능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공개특허 10-2007-0001534

- 5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인 IEEE 802.15.4 프로토콜

(ZigBee, 지그비)을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역 네트워크(Personal Area Network: PAN)이란,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보다

소규모로서 대개 10 m 안팎의 개인 영역 내에 위치한 정보기술 장치들 간의 상호 통신을 말한다. 이러한 PAN에 무선 통신

방식을 도입한 것이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PAN)이며, IEEE 802.15 워킹그룹

(Working Group)은 단거리 무선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WPAN 아래 다음의 4개의 태스크 그룹(Task Group)을 두고 있다.

먼저 IEEE 802.15.1이 블루투스(Bluetooth)이고, IEEE 802.15.3 및 IEEE 802.15.3a는 고속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

(High Rate WPAN)이며, 그리고 IEEE 802.15.4가 지그비(ZigBee)이다.

위와 같은 WPAN 중 블루투스 표준안은 근거리 무선통신에 적합하고 칩 가격이 저렴하다. 상기 블루투스는 2.4GHz ISM

대역을 사용하며 복수의 블루투스 기기간 다중접속을 통한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통신거리 10m 정도, 통신속도 1Mbps의

성능을 갖는다. 따라서 상기 블루투스 표준안을 채택한 휴대폰 핸즈 프리 장치는 이미 상품화되어 있다. 상기 블루투스 표

준안을 채택한 휴대폰 핸즈 프리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운전 또는 작업 중과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

우에도 편리하게 통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휴대폰 핸즈 프리 장치만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방,

핸드백 또는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에서도 용이하게 통화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상기 블루투스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신호 처리 과정 및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하고 전력 소모량이 많아 휴

대폰의 배터리를 빈번하게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저속 전송모드를 갖는 지그비(ZigBee) 응용 솔루션을 이용하여 이

동 통신 단말기에서 저전력을 소모하면서도 용이하게 핸즈 프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 제공 장치는, 기지국을 통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송

수신하고, 지그비 프로토콜에 의하여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함으

로써 무선 송수신하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및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소정의 디스플

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함으로써 무선 송수신하고,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

각적으로 제공하는 지그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는,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고 근거리에 이격되어 설치된

지그비 디바이스에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에 할당된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상기 지그비 코

디네이터와 송수신하는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에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부; 및 상기 식별번호의 일치여부에 따라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상기 지그비 코디

네이터를 통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로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음성신호가 송수신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지그비 코디네이터는, 음성 통화 기능을 갖고 동일한 식별번호를 유지하

는 이동 통신 단말기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는 연결부; 상기 이동 통

신 단말기와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음성입출력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를,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고 근거리에 이격되어 설치된 지그비 디바이스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변조 또는 복조하는 무선송수신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코디네이터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지그비 디바이스는, 음성 통화 기능을 갖고 동일한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연결된 지그비 코디네이터와,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를 지그비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변조 또는 복조하는 무선송수신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로부터 수신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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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호를 이어폰을 통하여 제공하고, 마이크를 통하여 음성신호를 입력받는 음성입출력부; 상기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및 상기 디스플레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디바

이스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지그비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프리 기능 제공 방법은, 지그비

디바이스가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 이동 통신 단말기에 대하여 접속을 요청하는 제1 단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제2 단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가

인증된 경우에는, 대기 정보 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신한 후, 상기 지그비 디

바이스로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송출하는 제3 단계; 착신 이벤트 발생 시, 착신 정보 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

신호를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신한 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로 무선송출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지그비 디

바이스로부터 통화 개시 요청 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와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 사이에 통화 채널을 연결하는 제5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 및 동일

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지그비(ZigBee)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프리 기능 제공 장치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지그비(ZigBee)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프리 기능 제공 장치는 이동 통신 단

말기(100),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지그비 디바이스(210)를 포함한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는 서로 시리얼 버스(serial bus)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소

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

페이스로서 상호집적회로(Inter-Integrated Circuit: I2C) 인터페이스가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 I2C란 표준 상호 집적회

로 버스(standard Inter-Integrated Circuit bus)의 약자이다. 상기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는 좁은 대역폭을 갖고,

보드 상(on-board)에 구현된 회로와 같이 근거리에 회로에 적용되는 프로토콜로서, 내장된 어드레싱 구조(built-in

addressing scheme)를 갖기 때문에 다수의 장치들을 링크시킬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는 기

술적으로는 1대1 통신이 아니라 다대다 통신을 지원하여 8bit 양방향 통신이 표준 100kbps, 고속(fast) 모드 400kbps, 초

고속 3.4Mbps 속도로 가능하며 노이즈에 강하여 신뢰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온도환경에서도 잘 동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PDA와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110)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서는 상기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로서 범용 직렬 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상

기 범용 직렬 인터페이스(USB)는 컴퓨터와 전화의 통합(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CTI)이라고 알려진, 컴퓨터

와 전화기를 통합하기 위한 간단한 방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편적 버스 규격이다. 이러한 USB 1.1에는 저속 모드

(Low Speed, 1.5Mbps)와 전속력 모드(Full Speed, 12Mbps)가 있으며, USB 2.0에서는 상기 두가지 모드 외에 고속 모드

(High Speed, 480Mbps)가 더 추가된다. 이하에서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사이의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로서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경우를 위주로 설명할 것이나, 상기 시리얼 버스로

서 범용 직렬 버스(USB)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경우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상기 이동 통신 단

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는 서로 병렬 버스(parallel bus)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무선

인터페이스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와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지그비(IEEE 802.15.4)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신호를 송수신한다. 상기 지그비(IEEE 802.15.4)는 816 MHz 대역에서는 20 Kb/s, 915 MHz 대역에서는 40 Kb/s, 2.4

GHz 대역에서는 250 Kb/s 라는 원 데이터 속도(Raw Data Rate)를 갖는 저속(Low-Rate)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센서 네

트워크(Sensor Network)와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에 적합한 표준안이다. 상기 지그비

(ZigBee)는 IEEE 802.15계열의 WPAN 표준안으로 블루투스(Bluetooth)와 동일한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나, 저속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1Mbps 이상을 지원하는 블루투스(Bluetooth)와 차이가 있다. 또한 상기 지그비(ZigBee)는 프로토콜 스

택이 단순하여 블루투스 칩과 비교하여 칩 가격이 저렴하며 초저전력을 소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1 Mbps 데이터

속도(Data Rate)를 갖는 블루투스에 비해 대역폭이 작은 단점이 있으나 음성통신의 경우 최대 64Kb/s의 데이터 속도를 가

지므로 2.4 GHz에서 2.483 GHz의 지그비(ZigBee)표준은 250 Kb/s를 갖는 16개의 채널을 CSMA/CA방식으로 접근하므

로 음성통신을 위한 서비스에서는 블루투스(Bluetooth)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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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이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근거리 통신을 위한 지그비(ZigBee) 솔루션을 적용하여 핸즈 프

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음성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기지국(미도시)을 통하여 음성신호 및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상기 지그

비 코디네이터(110)를 통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제공한다. 또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사용자가 상

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만 휴대하고서 원활하게 통화 연결 및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의 세기, 메시지 도착 알림 표시, 진동모드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 시간정보(날자, 시간, 연도 등) 및 발신자

정보(발신자 번호, 발신자 이름 등)와 같은 디스플레이 정보를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제공한다.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고, 별도의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한다. 상기

통화 제어 신호는,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의 인증을 위한 접속 요청 신호, 통화개시 요청신호, 통화완료 요청신호 및

연결종료신호 등을 포함한다.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탈

부착이 가능하도록,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복수의 연결핀을 갖는 핀형 커넥터(120)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외부 케이스에 공기 압축에 의하여 고정되는 고정부(130)가 형성된다. 또한 상기 지그비 코디네

이터(110)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신호와,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 신호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변조하여 무선으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송신하고, 또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부터 무선으로 수신되

는 음성신호 및 통화 제어 신호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복조한 후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로 제공한다.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로부터 무선으로 수신된 신호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복조하여 상기 디스플레이 신호와 음성 신호 및 통화 제어신호를 복원한 후, 상기 디스플레이 신호를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의 액정 화면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부(216)에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제공한다. 또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

(210)에는 상기 디스플레이부(216)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제공하는 백라이트

버튼(220)과, 그 외 통화 기능 및 볼륨 제어와 같은 각종 기능 선택을 위한 기능선택키(221)가 구비된다. 상기 지그비 디바

이스(210)에는 음성 연결 라인(222)을 통하여 마이크(240) 및 이어폰(250)이 연결되고 통화버튼(230)을 이용하여 사용자

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통화 연결 및 종료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서로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를 통하여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 지그비 디바이스

(210)를 인증절차를 거친 후, 디스플레이 신호 및 음성 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다른 지그비 디바이스들과 발생할 수 있는

통화 혼선 또는 도청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식별번호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단말기 일련번호

(Electronic Serial Number: ESN)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의 고유한 물리적 주소

인 MAC 주소를 조합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한 쌍의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상기 지그비 디바이

스(210)는 서로 동일한 MAC 주소를 갖도록 형성함으로써, 역시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에 할당된 고유한 지그비 디

바이스(210)를 구별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디스플레이부(101), 오디오부(102), 무선처리부

(103), 메모리(104), 전원부(105),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107), 단말기 제어부

(108) 및 입력부(109)를 포함한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및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이 휴대 가능한 무선 이동 통신 단말기를 모두 포함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101)는 통화 또는 정보 제공을 위한 숫자, 문자 또는 그림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오디오부(102)는 상기 단말기 제어부(108)의 제어에 의하여 마이크(MIC)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

지털 음성신호로 변환한다. 또한 상기 오디오부(102)는 상기 무선 처리부(130)를 통해 수신되는 디지털 음성신호를 아날

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SPK)를 통해 출력한다.

상기 무선처리부(103)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기지국(미도시) 간에 데이터 및 음성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하여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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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104)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및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고유한 번호인 ESN(Electronic Serial Number)과, 상기 ESN과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

(210)의 고유한 물리적 주소인 MAC 주소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식별번호를 저장한다.

상기 전원부(105)는 상기 단말기 제어부(108)에 연결되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동작을 위한 전원을 제공하며,

또한 상기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를 통하여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에 전원을 공급한다.

상기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간에 음성신호를

제외한 디스플레이신호 및 통화 제어 신호의 송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상기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간에 디스플

레이신호 및 통화 제어 신호의 송수신을 위하여, 클럭 라인(SCL)과, 데이터 라인(SDA) 및 리셋 라인(RESET)이 상기 단말

기 제어부(108)에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에 전원

공급을 위하여 전원 라인(VCC)이 상기 전원부(102)에 연결되고, 접지를 위한 접지라인(GND)이 구비된다. 그리고 상기 상

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기 단말기 제어부(108)

가 인식하기 위한 잭 라인(JACK_S)이 추가로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107)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간에 음성신호의 송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상기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107)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간에 음성신호의 송수신을 위하여, 마이크 음성신호의 수신을 위한 마이크 라인(EAR_MIC)과, 스피커 음성신호의 송신을

위한 스피커 라인(EAR_SPK)이 상기 단말기 제어부(108)에 연결된다. 상기 마이크 라인(EAR_MIC)과 스피커 라인(EAR_

SPK)의 구성은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가 모노 기능일 때의 한 예를 표시한 것이며, 싱글 또는 듀얼 기능(스테레오 기

능)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단말기 제어부(108)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단말기 제어부(108)는 상기

식별번호의 일치 여부에 따라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를 인증하고,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를 통하여 상기 지그

비 디바이스(200)와 음성신호 및 디스플레이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단말기 제어부(108)는 이동

통신 단말기(100)가 전원을 끈 상태로부터 전원을 켬으로써 부팅(booting)될 경우, 상기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

(106)를 통해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지그비 디바이스(210)를 초기화하여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무선신호의

세기, 메시지 도착 알림 표시, 진동모드 표시, 배터리 잔량 표시, 시간, 날짜, 요일 정보 등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상호집적회

로(I2C) 인터페이스(106)를 통해 지그비 디바이스(210)에 표시한다.

상기 입력부(109)는 다수의 번호버튼, 문자입력버튼 및 기능선택버튼 등 다수의 키버튼으로 이루어지며, 문자 및 숫자 입

력신호 또는 각종 이동 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능 선택신호가 입력된다. 또한 사용자는 상기 입력부(109)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지그비 디바이스(210)가 공유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변경할 수 있

다. 즉, 사용자에 의하여 상기 입력부(109)에 입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변경전의 고유번호를 상기 디스플레이부(101)에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되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상기 디스플레이부(101)에 시각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고유번호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새로 입력된 고유번호는 상기 지그비 코

디네이터(110) 및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전송되고, 이전 고유번호는 새로운 고유번호로 교체됨으로써 고유번호의 변경

이 가능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지그비 코디네이터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는 연결부(111), 음성입출력부(112), 무선송수신부(113), 안테

나(ANT)(114) 및 코디네이터 제어부(115)를 포함한다.

상기 연결부(111)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와 전원라인(VCC)과, 클럭라인

(SCL)과, 데이터 라인(SDA)과, 리셋 라인(RST) 및 접지라인(GND)으로 연결되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소

정의 디스플레이신호 및 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 제어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전원라인(VCC)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로 전원 공급을 위한 라인이다.

상기 클럭라인(SCL)은 I2C 시리얼 클럭을 송수신한다. 상기 데이터 라인(SDA) 디스플레이신호 및 통화 연결 제어 신호를

송수신한다. 상기 리셋 라인(RST)은 리셋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접지라인(GND)은 접지선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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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연결부(111)는 상기 코디네이터 제어부(115)와 클럭라인(SCL)과, 데이터 라인(SDA)과 및 리셋 라인(RST)

이 연결되어 각각 I2C 시리얼 클럭, 디스플레이 데이터 및 리셋 신호를 전송한다.

상기 음성입출력부(112)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107)와 밸런스 출력으로 마이크 업 라

인(EAR_MIC+), 마이크 다운 라인(EAR_MIC-), 스피커 업 라인(EAR_SPK+) 및 스피커 다운 라인(EAR_SPK-)이 연결

되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음성신호를 송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음성입출력부(112)는 상기 코디네이터 제어부

(115)와 8비트의 주소 버스(ADDR[8]), 8 비트의 데이터 버스(DATA[8])와, WRITE(WR), READ(RD) 라인으로 연결되

고, 상기 주소 버스(ADDR[8]), 및 데이터 버스(DATA[8])를 이용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며, 내부에 구성된 코덱

(CODEC) 기능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한

다.

상기 연결부(111) 및 상기 음성 입출력부(112)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연결을 위하여

복수의 연결핀을 갖는 핀형 커넥터(120)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핀형 커넥터(120)는 10개의 연결핀을 갖는 10

극 커넥터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탈부착시킬 수 있다. 반면에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00)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내장되고, 상기 연결부(111) 및 상기 음성 입출력부(112)는 각각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상호

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106) 및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107)와 직접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상기 무선송수신부(113)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와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전송할 디스

플레이신호, 통화 제어 신호 또는 음성신호를 지그비 프로토콜에 규정된 변조방식에 따라서 변조한 후 안테나(114)를 통

하여 무선 송출하고,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복조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무선송수신부(113)는

상기 코디네이터 제어부(115)와 FIFO(First In First Out), FIFOP(First In First Out Programmable), CCA(Clear

channel Assessment), SFD(Start of Frame Delimiter), SCLK(Serial Clock), CSN(Chip Select Negative), MOSI

(Master Out Slave In) 및 MISO(Master In Slave Out) 신호를 송수신한다. 상기 FIFO는 무선송수신부(113)에 수신된 데

이터가 내부의 FIFO 버퍼(미도시)에 적재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상기 FIFOP는 프로그래머블 FIFO(Programmable

FIFO)신호로서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정되어진 임계값 이상의 데이터가 FIFO 버퍼(미도시)에 적재되었음을 알려주는 신

호이다. 상기 CCA는 무선채널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용중인 채널에 대하여 재설정을 요청하는 신호이다. 또한

상기 SFD는 무선채널을 통하여 수신되어지는 신호에서 유효한 패킷의 해더(Header)필드가 검출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

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 즉 디스플레이 신호 및 음성신호는 상기 MISO 및 MOSI 신호를 통하여 전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무선송수신부(113)로 제공된 신호는 무선신호로 변조된 후 안테나(ANT)(114)를 통하여 지그비 디바이스

(210)로 전송된다.

상기 코디네이터 제어부(115)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 사이에 송수신되는 디스플레

이 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의 입출력을 제어 및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지그비 디바이스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안테나(ANT)(211), 무선송수신부(212), 디바이스 제어부(213)

, 음성입출력부(214), 이어폰 잭(EAR JACK)(215), 디스플레이부(216), 백라이트(217) 및 전원부(218)를 포함한다.

상기 안테나(211)는, 음성통화 기능을 갖는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지그비 코디네이

터(110)로부터, 지그비 프로토콜에 의하여 변조되어 무선 송신된 디스플레이신호 및 음성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무선송수

신부(212)에 제공한다.

상기 무선송수신부(212)는 상기 수신된 디스플레이신호 및 음성신호를 복조하여 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으로 제공한

다. 또한 상기 무선송수신부(212)는 상기 제어부(213)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지그비 프로토콜에 정의된 방식에 따라

변조한 후, 상기 안테나(211)를 통하여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로 전송한다.

상기 무선송수신부(212)는 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와 FIFO(First In First Out), FIFOP(First In First Out

Programmable), CCA(Clear channel Assessment), SFD(Start of Frame Delimiter), SCLK(Serial Clock), CSN(Chip

Select Negative), MOSI(Master Out Slave In) 및 MISO(Master In Slave Out) 신호를 송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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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는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

는 상기 무선송수신부(212)에 의하여 복조된 데이터를 수신한 후, 내부에 구성된 코덱(CODEC)(미도시)를 이용하여 복호

화함으로써 상기 수신한 데이터를 음성신호와 디스플레이신호로 분리한다. 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는 상기 분리된 음

성신호를 음성입출력부(214)에 제공하고, 상기 분리된 디스플레이신호는 디스플레이부(216)에 제공한다.

상기 음성입출력부(214)는 수신되는 디지털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기능 및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기능을 갖는다.

상기 이어폰 잭(215)에는 본 발명에 따른 마이크(240) 및 이어폰(250)이 연결되며, 상기 마이크(240)로 부터 입력되는 음

성신호(MIC)를 상기 음성입출력부(214)로 제공하고, 상기 음성입출력부(214)로부터 음성신호(SPK)를 상기 이어폰(250)

에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이어폰 잭(215)에는 접지를 위한 접지 라인(GND)이 상기 음성입출력부(214)와 연결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216)는 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에 연결되어, 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로부터 전원(VCC), 클럭

신호(SCL), 디스플레이신호(SDA), 리셋신호(RST)를 수신하며, 또한 접지라인(GND)이 연결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

(216)는 수신한 디스플레이 신호를 액정 화면을 통하여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상기 백라이트(217)는 상기 디스플레이부(216)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

록 조명을 제공한다. 상기 백라이트(217)는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에 구비된 백라이이트 버튼(220)을 클릭한 후부터

일정시간 동안 백라이트(217)가 켜지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백라이트(217)가 꺼지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전원부(218)는 상기 디바이스 제어부(213)에 전원을 공급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지그비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

면이다.

이하에서는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지그비(ZigBee)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지그비 코디

네이터(110) 및 지그비 디바이스(210)간에 소정의 디스플레이신호, 통화 제어 신호 및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과정의 일

실시 예를 설명한다. 이 때,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마스터(Master)가 되고,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슬레이

브(Slave)가 된다. 그리고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와 지그비 디바이스(210)은 지그비(ZigBee), 즉 IEEE 802.15.4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통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는 상호간

에 음성신호,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제어 신호는 지그비 프로토콜에 의하여 무선으로 송수신된다. 그리고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00)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디스플레이 신호 및 통화 제어 신호를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 예

를 들어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송수신하고, 또한 음성신호는 별도의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송

수신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지그비 디바이스(210)가 전원을 켬으로써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를 통하여 동일한 식별 번

호를 갖는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대하여 접속을 요청하기 위하여 접속 요청 신호를 전송한다(단계 501). 이러한 접속

요청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 간에 상호 인증을 위한 것이다. 상기 식별 번호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가 동일한 번호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지그비 디바이스와 혼동을 방지한다. 상기 식별 번호는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의 ESN과,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

터(110) 및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의 MAC 주소를 조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접속 요청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단계 502). 이러한 인증이 완료되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마스터로서

지그비 디바이스(210)을 지그비 코디네이터(110)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가 동일한 식별번호를 갖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상기 지그

비 디바이스(210)로 대기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상기 대기 정보를 갖는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00)는 상기 대기 정보를 갖는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무선 송출한다(단계 503).

이때 상태는 대기모드이므로 상기 대기 정보에는 안테나 세기, 배터리 잔량, 시간 및 날짜 등의 시간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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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대기 정보를 디스플레이부(216)에 디스플레이한

다(단계 504).

이후,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에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착신 이벤트 발생 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발신자 이

름, 발신자 번호 및 착신 벨소리와 같은 착신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상기 착신 정보를 갖는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00)는 상

기 착신 정보를 갖는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무선

송출한다(단계 506).

그러면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착신 정보를 디스플레이부(216)에 디스플레이한

다(단계 507).

그리고 착신 사용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된 착신 정보를 확인한 후 발신자와 통화 연결을 위하여 통화 개시를 요청하면, 상

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상기 통화 개시 요청 신호를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를 통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

(100)로 전송하고(단계 507),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 사이에 통화 채널이 연결됨으로

써 음성 통화가 이루어진다(단계 508).

이후, 상기 착발신 사용자 간에 통화가 종료함으로써 통화 종료 신호가 입력되면(단계 509),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를 통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로 통화 종료 요청신호를 전송한다(단계 510).

그러면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통화 종료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통화가 종료되었음을 인식하고,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대기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상기 대기 정보를 갖는 소정의 디스플레이 신호를 상호집적회로(I2C) 인

터페이스를 통하여 지그비 코디네이터(110)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00)는 상기 대기 정보를 갖는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지그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로 무선 송출한다(단계 511).

그러면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는 디스플레이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대기 정보를 디스플레이부(216)에 디스플레이한

다(단계 512).

이후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와 상기 지그비 코디네이터(110) 및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210) 사이에 연결되었던 통화

채널을 차단하고(단계 513), 대기 상태로 진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지그비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프리 기능 제공 방법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

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송과 같이 캐리어 웨이브의 형태로 구

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

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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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지그비(IEEE 802.15.4) 응용 솔루션을 이용하여이동 통신 단말기에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함

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지그비(ZigBee)는 반이중방식(Half Duplex)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음성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송신측과 수

신측 각각 동일주파수의 무선 모듈이 필요하며, 또한 송/수신단의 스위칭 속도를 빠르게 전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사용

자가 전이중방식(Full Duplex)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음성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전이중방식에 비해 저렴한 하

드웨어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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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선 또는 무선 랜(LAN)에서 사용되는 MAC 주소를 지그비(ZigBee)에 적용함으로서 음성통화 시 다른 사용자와 무

선데이터신호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고, 이동 통신 단말기 및 이동 통신 단말기에 연결되는 송신장치는 통신해야 할 수신

장치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MAC 주소는 휴대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통해 쉽게 등록 및

변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통화 대기 상태 및 착신 이벤트 발생 시, 각각 해당하는 대기 정보 및 발신자 정보를 지그비 디바이스에 구비된 액정

화면에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만 가지고서도 용이하게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지그비 디바이스에는 백라이트 기능이 부가되어 주위 환경이 어두운 경우라도 디스플

레이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넷째, 이동 통신 단말기와 지그비 코디네이터 사이에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 또는 범용 직렬 버스(USB) 인터페이

스와 같은 시리얼 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서 상기 지그비 코데네이터에 별도의 제어 장치가 필요치 않게 되어, 하드

웨어의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고, 소형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가격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지그비(ZigBee)를 이용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프리 기능 제공 장치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기의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지그비 코디네이터의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지그비 디바이스의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지그비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단말기의 핸즈 프리 기능을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도

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이동 통신 단말기 101: 디스플레이부

102: 오디오부 103: 무선처리부

104: 메모리 105: 전원부

106: 상호집적회로(I2C) 인터페이스부 107: 음성신호 인터페이스부

108: 제어부 110: 지그비 코디네이터

111: 연결부 112: 음성입출력부

113: 무선송수신부 114: 안테나

115: 코디네이터 제어부 120: 핀형 커넥터

130: 고정부 210: 지그비 디바이스

211: 안테나 212: 무선송수신부

213: 디바이스 제어부 214: 음성입출력부

215: 이어폰 잭 216: 디스플레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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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백라이트 218: 전원부

220: 백라이트버튼 221: 기능선택키

222: 음성 연결 라인 230: 통화버튼

240: 마이크 250: 이어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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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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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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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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