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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루투스를 이용한 이동통신을 위한 소형전화기형 중계단말기와 튜부형 이어폰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상의 편의와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써, 블루투스(Bluetooth)칩을 내장한 각종 통신단말기를 제

어하는 소형전화기형 제어장치의 중계단말기와 외부환경과의 단절감을 극소화한 이어폰에 관한 것이다. 블루투스칩

을 내장한 소형중계단말기는 각종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함에 근거리로 격리 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음성통화를 

쌍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하며, 통화를 하는 동안 이동통신기기의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수 있게 한다. 이이폰은 블루투

스칩을 내장하여 소형중계단말기와 통신하며 극소형으로 귀의 뒤에 본체가 위치하여 가는 튜부로 하여 귀에 걸리며 

귓구멍으로 소리를 전달한다. 이로써, 블루투스칩을 내장한 어떠한 통신단말기와도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음성통화를

하며, 이동통신기기의 다른 기능(화상통화,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등)을 홀로 또는 다자간에 동시에 자유롭게 제

어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구성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2.4GHz의 전파대역을 사용하는 블루투스를 근간으로 함으로써 유선의 한계극복과 기존 직진형의 빛(적외

선)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기술의 문제점인 장애물과 시야각의 확보등의 단점을 극복함을 기저로 한다. 종래의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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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기의 편의와 안전성, 그리고 기능성등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수 있다. 1)의 방법은 무겁

고 부피가 있는 이동통신기기를 목에 걸고 통화시 마다 유선이어폰을 귀에 탈착하는 방법, 2)는 차량 이용시 마다 이

동통신기기를 핸즈프리에 탈착하여 사용하는 방법, 3)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무선이어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

다. 그러나, 1)의 방법은 무겁고 부피 있는 이동통신기기를 항상 목에 걸고 있어야 하며 유선이어폰은 외부환경과 단

절 되게하여 연속하여 착용할 수 없다. 2)의 방법은 차량 이용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과정의 탈착을 반복하

여야 하며, 또한 필요시의 사적 비밀통화가 어렵다. 3)의 방법은 무겁고 부피있는 이어폰 형태의 기기를 귀에 탈착하

여야 하며, 긴 붐형태의 마이크가 있어 이를 접었다 폈다하여야 하여 휴대가 불편하다. 또한, 수신통화 위주의 단순기

능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동통신기기의 다른 기능은 음성통화을 하는 동안 활용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기술한 각 방법들의 문제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근거리 무선기술(블루투스)을 사

용하여 유선의 한계를 극복하며, 중계단말기에서 음성통화를 착신, 수신을 할 수 있게 하며, 음성통신을 하는 동안 이

동통신단말기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게 함에 있으며, 이어폰을 튜브형으로 하여 사용시 외부환경과의 단절을 극소화

하여 이어폰의 착용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이어폰의 탈착을 극소화 한다. 이를 통하여, 무선통신단말기 활용의 편

의성과 용도를 극대화 할 수단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크게 두부분, 중계단말기(200)와 튜뷰형 이어폰(300)으로 나뉜다. 중계단말

기(200)은 모든 부분들의 기능을 제어 통제하는 중앙제어부(230)를 갖춘다. 블루투스 모듈을 갖춘 중앙제어부(230)

은 각종 이동통신단말기(100)에서 오는 블루투스 프로토콜하의 신호를 처리하며 중계단말기내의 각 기능을 제어하고

이동통신단말기(100)와 이어폰(300)으로 음성신호와 제어신호를 보낸다. 또한, 중앙제어부는 홀드기능(가칭)을 제어

한다. 이 홀드기능은 음성통화를 하는 동안 중계단말기가 음성통화를 제어하고 이동통신단말기는 다른 기능(화상통

화, 무선인터넷등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어신호를 이동통신기기와 상호 전달하게한다. 또한 중앙제어부(230)은

착신신호(벨소리, 진동등)을 통제한다. 음향부(220)는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갖추고 있으며 스피커는 on/off기능이 

있어 공개/비공개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때 스피커가 on상태 일 때 중계단말기만으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조작

부(250)는 기능키가 있어 통화 걸기/받기/끊기/홀드등이 있으며, 녹음/재생의 기능, 전화 다이얼키등이 있다. 표시창

부(240)은 현재의 상태와 시간, 전화번호등을 표시한다. 이어폰(300)은 블루투스모듈(310)과 전원부등을 갖춘 본체

가 귀의 뒤에 위치하며 변형이 가능한 튜브 형태로 귀 위에 걸리며 귓구멍으로 연결되어 소리를 전달한다. 이어폰은 

변형이 가능하여 좌우 어디에든 탈착이 가능하게 하며, 중계단말기(200)에서 온 블루투스 음성신호를 블루투스모듈(

310)에서 처리하여 음성발생부(320)로 보낸다. 조작부(320)는 소리의 크기 조절과 on/off기능을 가진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와 무선으로 상호를 통제하는 중계단말기와 이와 무선으로 연결된 튜브형 이어폰을 사용한

다. 이로써, 이동통신단말기와 근거리에서 떨어져, 또는 가방이나 주머니 안에 넣은 상태에서 통화를 착신,수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으므로 하여 자유롭게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하며, 음성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이동통신단말기는 이의 다른 기능(화상통화,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등)을 사용 할수 있게 

한다. 또한 블루투스의 피코넷등을 활용하면 근거리에서 여러 명이 무전기처럼 중계단말기를 사용 하게도 한다. 튜브

형 이어폰은 외부환경과의 단절감을 극소화 하여 항시 착용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블루투스 무선통신 프로토콜을 따르며 자유롭게 양방향 통화를 하게하며, 음성통화를 하는 동안 이동통신단말기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중계단말기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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