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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 전화기의 배터리 팩에 배터리와 MP3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 기기가 함께 내장되어 있다. 배터리 팩이 이동 전화기
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MP3 플레이어가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여 재생되며, 이동 전화기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이동 전화기와 MP3 플레이어의 전원으로 하고 장착된 제품이 MP3 플레이어인지를 검출부에서 검출한 후, MP3 플레
이어가 장착된 경우 스위치부가 MP3 플레이어와 이동 전화기의 상호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한다. 이때, 이
동 전화기에서 MP3 플레이어로 재생 또는 여러 기능의 명령을 내리면 배터리 팩에 있는 연결부로 데이터가 전달되며 
MP3 플레이어는 전달된 명령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MP3 플레이어가 재생하는 동안 발생하는 정보를 연결부를 통
하여 전달하여 이동 전화기의 액정 화면에 표시한다. 한편, 이동 전화기로 통화 중인 내용 및 음성 녹음을 MP3 플레이
어에 MP3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나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청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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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의 배터리 팩을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의 배터리 팩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에 관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화국의 교환 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접속되는 유선 전화기를 대체하여 가입자가 최대의 이동성을 가지고 
통화 상대방과 통화로를 설정하여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무선 통화 채널을 매개하여 통화로를 설정하는 방식의 
휴대폰 또는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를 포함하는 개인 이동 통신 장치가 폭넓게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이동 통신 장치에는 작동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일 또는 다수의 배터리 셀이 조합된 배터리 
팩(battery pack)이 착탈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배터리 팩은 핸즈 프리(hands free) 장치를 통해 차량의 전원을 
이용하거나 전용 충전기에 의해 반복적인 재충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터리 팩은 충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동 전화
기에 안정적인 작동 전원을 공급하여 이동 전화기의 통화에 대한 이동성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동 전화기는 최근에 통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한 예로 
PC 통신 등을 통해 다운로딩(downloading) 받아서 파일 형태로 압축 저장하여 콤팩트 디스크 음반에 가까운 양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자체 내장되어 있는 이동 전화기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전화기에서는 내장되어 있는 MP3 플레이어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MP3 플레이어만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이동 전화기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대로, MP3 플레이어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이동 전화기에 장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이동 전화기에 장착할 수 없고, MP3 플레이어의 기능을 지닌 이동 전화
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이동 전화기의 중앙 처리 장치(CPU: central processin
g unit)와 MP3 플레이어의 상호 통신을 위해서는 추가로 이동 전화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통신 포트를 할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자 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동 전화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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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이동 전화기의 배터리 팩에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가 부착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 전화기는 탈착이 가능한 전자 기기가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팩이 있고,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
는 음성 신호를 처리하여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화 처리부와 전자 기기가 장착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부, 
전자 기기가 장착된 경우 통화 처리부와 전자 기기의 신호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는 스위치부를 포함한다.

이때, 배터리 팩은 이동 전화기와 전자 기기의 신호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결부와, 이동 전화기와 전자 기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 기기는 MP3 플레이어, 개인 정보 통신 기기, 블루투스, 메모리 카드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전자 기기는 MP3 플레이어이고, MP3 플레이어는 다수의 MP3 음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부와, 메모리부에 저
장된 MP3 음악 파일을 신호 변환하는 변복조부와, 변복조부에 의해 변환된 신호를 연결부를 통해 이동 전화기의 중앙 
처리 장치로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동 전화기는 통화 처리부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MP3 플레이어로 전송하는 음성 조정기를 더 포함하고, 
MP3 플레이어의 제어부는 음성 조정기로부터 전송되는 음성 신호를 변조하여 메모리부에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본 발명에서는 배터리 팩에 전자 기기를 편리하게 탈착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 전화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 기기의 사용 정보를 이동 전화기의 액정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
다.

그러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의 배터리 팩을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의 배터리 팩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를 도시한 사시
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전화기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 1에서와 같이, 배터리 팩(10)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 공간에는 배터리(11)가 내장되어 있고 나머
지 공간에는 MP3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 기기(12)가 내장되어 있다. 여기서, MP3 플레이어(12)는 배터리 팩(10)에 
끼워져 장착될 수도 있으며 빼내어 분리될 수도 있다. 또한, 배터리 팩(10)에는 연결부(13)와 오디오잭(14) 및 기능 
스위치(15)가 설치되어 있다. 배터리(11)는 이동 전화기(도시하지 않음)에 MP3 플레이어(12)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동 전화기와 MP3 플레이어(12)에 전원을 공급하며, 이동 전화기와 MP3 플레이어(12)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에는 MP3 플레이어(12)에만 전원을 공급한다. 연결부(13)는 이동 전화기와 MP3 플레이어(12) 간의 상호 데이터 통
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오디오잭(14)은 MP3 플레이어(12)가 재생되는 동안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꽂고 사용자가 청취할 수 있는 곳이다. 기능 스위치(15)는 이동 전화기와 MP3 플레이어(12)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MP3 플레이어(12)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버튼 따위를 말한다.
    

MP3 플레이어(12)에는 MM card 또는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16)와 제어부(171) 및 변복조기(codec)(1
72) 따위를 포함하는 구동부(17)가 내장되어 있다. MM card 또는 플래쉬 메모리(16)에는 다수의 MP3 음악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변복조기(172)는 음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기(encoder)와 디지털 신호를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해독기(decorder)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배터리 팩(10)에 장착된 MP3 플레이어(12)를 실행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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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능 스위치(15)를 누르면 이를 제어부(171)에서 명령어를 인식하고 해독하여 MM card 또는 플래쉬 메모리(
16)에 저장된 MP3 음악 파일을 불러들인다. 다음, 변복조기(172)의 해독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를 음성 아날로그 신
호로 변환하여 오디오잭(14)에 꽂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하여 사용자가 청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동 전화기에서 분리된 MP3 플레이어(12)를 포함하는 배터리 팩(10)은 배터리(11)로부터 인가되는 전
원에 의하여 MP3 플레이어(12)를 휴대하면서 동작시킬 수 있으며, 배터리(11)가 소모된 경우에는 이동 전화기의 충
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MP3 플레이어를 포함하는 배터리 팩(10)을 이동 전화기에 부착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동 
전화기에서 MP3 플레이어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배터리 팩(10)을 이동 전화기에 장착하는 경우의 구조에 대하여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에서와 같이, 이동 전화기(100)는 이동 전화기 케이스(110)와 배터리(10)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이동 
전화기(100)의 한 면에는 전화 번호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하는 다이얼 버튼(111)이 있고, 다이얼 버튼(111)은 덮개인 
플립(118)으로 감쌀 수 있다. 다이얼 버튼(111) 윗부분에는 다이얼 버튼(111)으로 입력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액
정 화면(112)이 있다. 또한, 상대 통화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113)와 스피커(114)가 구비되어 있고, 기
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안테나(115),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오디오잭(116)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핸
즈 프리 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핸즈 프리 연결기(connector)(117)가 있다.
    

한편, 이동 전화기(100)의 내부에는 중앙 처리 장치(121)와 변복조기(122), 디지털 다중화장치(digital multiplexe
r)와 같은 스위치부(123), 검출부(124) 및 음성 조정기(또는 음성 혼합기)(microphone and speaker mix)(125) 등
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경우, 배터리(11)는 이동 전화기(100)와 MP3 플레이어(12) 모두에 전원을 공급하며, 이 둘 간의 데이터 이동
은 배터리(11)에 부착되어 있는 연결부(13)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MP3 플레이어(12)의 동작을 이동 전화기(100)
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MP3 플레이어(12)가 부착된 배터리(11)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100)의 동작에 대하여 도 3을 참조하여 상
세히 설명한다.

먼저, 중앙 처리 장치(121)와 변복조기(122), 마이크(131) 및 스피커(132)로 이루어진 통화처리부(127)에 의한 이
동 전화기(100)의 동작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가 말하는 음성 신호가 마이크(131)를 통해 전기적
인 신호로 변환된 후 송신부(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상대 통화자로 전송되고, 상대 통화자로부터 수신된 음성 신호는 
수신부(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스피커(132)로 출력되는 과정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동 전화기(100)에 배터리 팩(10)을 장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장착된 제품이 핸즈 
프리 장치(19)인지 MP3 플레이어(12)인지를 검출부(124)에서 검출한 후, MP3 플레이어(12)가 장착되었다면 제어
부(123)는 MP3 플레이어(12)와 이동 전화기(100)가 통신할 수 있게 전환하여 준다. 즉, 이동 전화기(100)와 핸즈 
프리 장치(19) 간의 디지털 전송 라인인 펄스 부호 변조 입력(PCM in: pulse code modulation in)과 펄스 부호 변조 
출력(PCM out)을 각각 이동 전화기(100)와 MP3 플레이어(12) 간의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
ransmitter)로 직렬 통신(serial data) 전송 라인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의 전송이 이동 전화기(100)와 
MP3 플레이어(12) 간에 이루어진다.
    

    
이때, 이동 전화기(100)에서 MP3 플레이어(12)로 재생 또는 여러 기능의 명령을 내리면 배터리 팩(10)에 있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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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3)를 통해 MP3 플레이어(12)로 데이터가 전달되며 MP3 플레이어(12)의 제어부(171)는 전달된 명령에 따라 M
M card 또는 플래쉬 메모리(16)에 저장된 MP3 음악 파일을 불러들인다. 다음, 변복조기(172)의 해독기에 의해 디지
털 신호를 음성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이어폰을 통해 사용자가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MP3 플레이어(12)가 
재생하는 동안 발생하는 정보, 예를 들어 재생 중인 곡명이나 가수명, 재생 시간 따위 등을 연결부(13)를 통해 이동 전
화기(100)의 중앙 처리 장치(121)에 전달하여 이동 전화기(100)의 액정 화면(112)에 표시하게 된다.
    

한편, 이동 전화기(100)로 통화 중인 내용 및 음성 녹음을 음성 조정기(125)를 통해 음성 전송 라인(126)으로 전송하
고,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가 연결부(13)를 통해 MP3 플레이어(12)로 들어가 변복조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
어 MM card 및 플래쉬 메모리(16)에 MP3 파일(ADPCM: adaptive differencial PCM) 형식으로 저장된다(RECOR
D). 이는 나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MP3 플레이어(12)를 실행시키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
다.

본 발명에서는 전자 기기로 MP3 플레이어(12)를 예로 들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 수첩과 같은 개인
정보통신기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 블루투스(bluetooth), 디지털 카메라 등에 쓰이는 메모리 카드 등
이 사용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배터리 팩에 MP3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 기기를 편리하게 탈착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 전화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 기기의 사용 정보를 이동 전화기의 액
정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고 통화 중인 내용 및 음성 녹음을 MP3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청취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탈착이 가능한 전자 기기가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 팩,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음성 신호를 처리하여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화 처리부,

상기 전자 기기가 장착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출부,

상기 전자 기기가 장착된 경우 상기 통화 처리부와 상기 전자 기기의 신호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는 스위치부

를 포함하는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배터리 팩은 상기 이동 전화기와 상기 전자 기기의 신호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결부와, 상기 이동 전화기
와 상기 전자 기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3.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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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자 기기는 MP3 플레이어, 개인 정보 통신 기기, 블루투스, 메모리 카드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4.

제1항 또는 3항에서,

상기 전자 기기는 MP3 플레이어이고, 상기 MP3 플레이어는 다수의 MP3 음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부와, 상
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상기 MP3 음악 파일을 신호 변환하는 변복조부와, 상기 변복조부에 의해 변환된 신호를 상기 연
결부를 통해 상기 이동 전화기의 상기 중앙 처리 장치로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진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
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이동 전화기는 상기 통화 처리부를 통해 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상기 MP3 플레이어로 전송하는 음성 조정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MP3 플레이어의 제어부는 상기 음성 조정기로부터 전송되는 음성 신호를 변조하여 상기 메모리부에 저
장하는 탈착 가능한 전자 기기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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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 7 -



공개특허 특2001-0092569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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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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