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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단말기와 함께 사용하는 기능성 커버

(57) 요약

무선 통신 단말기는 교환가능 커버 부분을 지닌다.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 및 교환가능 커버 부분은 전기 커넥터를 통해 전

기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다. 상기 교환가능 커버 부분은 식별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교환가능 커버 부분은 상기 무선 통

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 회로를 지닌다.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는 상기 교환가능 커버 부분

의 식별에 의존하여 상기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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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해제가능한 부착을 위한 사용자 교

환가능 커버 부분 내에 포함된 전기 회로를 동작시키는 방법으로서,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

하고,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은 전기 커넥터를 통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유형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식별에 의존하여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키는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식별에 의존하여 동작 되는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회로와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포함된 회로 이외의 추가 회로를 포

함하고,

상기 커넥터는 복수개의 핀들을 지니며, 상기 커넥터 핀들 중 적어도 하나가 식별 상태에서는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식별 수단 내에 포함되어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일부를 이루고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유

형을 나타내는 저항기 값을 감지하기 위해 동작 되고, 그 후에 동작 상태에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와 상기 사용자 교환가

능 커버 부분의 상기 전기 회로 사이에 전기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회로 동작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 상태는 호출 신호 다음에 이어지는 조명 효과를 제공하도록 상기 호출 신호의 전기 표현을 상

기 전기 회로에 전달하기 위한 주파수 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회로 동작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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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 및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는 무선 통신 단말기로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와 상기 사용자 교

환가능 커버 부분이 전기 커넥터를 통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은 커버 부분을 표시하는 식별 수단 및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

원하기 위한 전기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전기 회로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포함된 전기 회로 이외의 추가 회로를 포

함하고,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는 상기 식별 수단을 검출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을 식별하며,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는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식별에 의존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상기 회

로를 포함하는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키고,

상기 커넥터는 등 간격으로 일렬 배치된 복수 개의 커넥터 핀들을 포함하고, 상기 커넥터 핀들 중 적어도 하나가 식별 상태

에서는 상기 식별 수단 내에 포함된 저항기 값을 감지하기 위해 동작 되며, 그 후에 동작 상태에서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

기와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상기 전기 회로 간에 전기 신호를 전송하도록 동작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핀들은 상기 커버 부분의 배면 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핀들의 개수가 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핀들의 개수는 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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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동작 상태는 호출 신호와 동기화된 조명 효과를 제공하도록 상기 호출 신호의 전기 표현을 상기 전기 회

로에 전달하기 위한 주파수 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해제가능한 부착을 위한 교환가능

커버로서, 상기 교환가능 커버는,

부착된 위치에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전기 커넥터;

상기 사용자 커버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 수단; 및

상기 무선 단말기의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전기 회로는 상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포함된 전기 회로 이외의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교환가능 커버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하여금 교환가능 커버의 식별에 의존하여,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는 전기 회로를 포함하는 상기 교환가능 커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고,

상기 전기 커넥터는 상기 교환가능 커버의 전기 회로의 전기 신호를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가능 커버는,

상기 전기 회로에 의해 지원되는 조명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전기 회로는 상기 전기 커넥터부를 통해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호출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조명 수

단을 밝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3.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해제가능한 부착을 위한 교환가능 커버로서, 상기 교환가능 커버는,

사용자 입력 장치;

상기 사용자 입력 장치의 작동을 검출하고 검출된 상기 사용자 입력 장치 작동을 나타내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기 회로;

및

상기 전기 회로를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전기 커넥터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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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기 커넥터는 상기 신호를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입력 장치는 터치 패드, 터치 스크린, 키패드 및 조이스틱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가능 커버가

상기 교환가능 커버를 식별하기 위한 저항값을 갖는 저항기를 포함하는 식별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전기 커넥터가 식별

상태에서 상기 교환가능 커버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식별 수단 내에 포함된 상기 저항기의 저항값을 검출하도록 구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회로는 상기 사용자 입력 장치의 상기 검출된 동작을 처리하고 상기 사용자 입력 장치의 상기

검출된 동작을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커넥터는 다수의 커넥터 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8.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해제가능한 부착을 위한 교환가능 커버로서, 상기 교환가능 커버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 회로; 및

상기 전기 회로 및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기 커넥터를 포함하고,

상기 전기 회로는 상기 전기 커넥터를 통해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

고,

상기 다운로드될 데이터는 게임 실행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회로는 상기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교환가능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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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셀룰러폰과 같은 무선 단말기와 함께 사용하는 기능성 커버에 관한 것이다. 이같은 커버는 커버에 전기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구현되는 기능성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기능성 커버 및 무선 단말기 간의 기계적 그리고 전기적 인터

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목적은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지원하기 위해 상기 무선 단말기에 대한 해

제가능한 부착을 위한 교환가능 커버 부분 내에 포함된 전기 회로를 동작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전기 커넥터를 통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는 무선 통신 단말기 및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에 의해 달성되고, 상기 방

법은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유형을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식별에 의존하여 상

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때문에, 상기 무선 단말기는 부팅 루틴에서

상기 커버의 유형을 식별하고 그후에 상기 커버를 이에 따라 동작시킬 수 있다. 상기 커버는 특수 조명 효과들, 특수 게임

키들,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특수 메모리들 또는 게임들을 재생하기 위한 특수 메모리들을 지닐 수 있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커넥터가 복수개의 핀들을 지니며, 상기 커넥터 핀들 중 적어도 하나가 식별 상태에서는 상기 교

환가능 커버 수단의 식별 수단 내에 포함된 저항기 값을 감지하기 위해 동작되며, 그후에 동작 상태에서는 상기 사용자 교

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 동작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동작 상태는 호출 신호 다음에 이어지는 조명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호출

신호의 전기 표현을 상기 전기 회로에 전달하기 위한 주파수 모드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목적은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을 갖는 무

선 통신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무선 통신 단말기에 의해 달성되는 데, 이 경우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

및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은 전기 커넥터를 통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다.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은

식별 수단, 및 상기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전기 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무선 단말기는 상기 식별 수

단을 검출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을 식별하고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식별에 의존하여 상기 사용

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킨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커넥터가 등간격으로 일렬 배치되는 복수개의 커넥터 핀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리한 점으로는,

상기 커넥터 핀들이 상기 커버 부분의 배면 측에 배치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커넥터 핀들의 개

수는 3이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의하면, 커넥터 핀들의 개수는 5이다.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커넥터 핀들 중 적어도 하나가 식별 상태에서는 상기 식별 수단 내에 포함된 저항기 값을 감지하

기 위해 동작되고, 그후에 동작 상태에서는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 동작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한 구현예에 있어서, 상기 동작 상태는 호출 신호와 동기되는 조명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호출 신호의 전기

표현을 상기 전기 회로에 전달하기 위한 주파수 모드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목적은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 대한 해제가능

한 부착을 위한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부착된 위치에서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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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접속되기 위한 전기 커넥터 부분을 갖는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는 식

별 수단, 및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전기 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가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식별에 의존하여 상기 사용자 교환가능 커버 부분의 전기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게 하는 데 적합하다.

본 발명을 보다 양호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본 발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단지 예로써만 첨부 도면이 참조될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무선 단말기, 예컨대, 셀룰러폰(1)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상기 셀룰러폰(1)은 (단지 개구부들만

이 도시된) 마이크로폰(6), (단지 개구부들만이 도시된) 스피커(5), 온/오프 버튼(4), 디스플레이(3), 및 키패드(2)를 지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키패드(2)는 영숫자 키들로서의 키들의 제1 그룹(7), 2개의 소프트 키(8)들, 및

상기 디스플레이 내의 커서 이동을 위한 (업/다운) 스크롤-키(10)를 지닌다. 더욱이, 상기 키 패드는 호출의 개시 및 종료

를 위한 2개의 호출 조작 키(9)들을 포함한다. 상기 소프트 키(8)들의 현재 기능이 상기 소프트 키(8)들 바로 위에 있는 디

스플레이(3)의 하부에 별개의 필드로 보여진다.

상기 셀룰러폰(1)은 교환가능한 기능성 정면 커버(25)를 지닌다. 교환가능한 정면 커버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용

자 자신의 힘으로 교환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교환가능한 정면 커버는 본 출원인의 명의로 출원된 미국 출원 제

09/503595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출원의 명세는 본원에 참조로 병합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교환가능한 기능

성 정면 커버(25)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셀룰러폰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핵심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며, 상기 부분들은 본 발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GSM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프로세서(18)는 또한 송신기/수신기 회로(19) 및 안테나(20)를 통

해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제어한다.

상기 마이크로폰(6)은 사용자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데, 이 때문에, 상기 신호는 상기 음성이 오디오 부분(14)

에서 부호화되기 전에 (도시되지 않은) A/D 변환기에서 A/D 변환된다. 상기 부호화된 음성 신호는 상기 프로세서(18)에

전달된다. 또한, 상기 프로세서(18)는 RAM 메모리(17a) 및 플래시 ROM 메모리( 17b), SIM 카드(16), 상기 디스플레이

(3) 및 상기 키패드(와 아울러, 데이터, 전력 공급원 등)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 상기 오디오 부분(14)은 신호를 음

성 복호하는 데, 이러한 신호는 상기 프로세서(18)로부터 (도시되지 않은) D/A 변환기를 통해 이어폰(5)에 전달된다.

더욱이, 클록 생성기(24)는 상기 프로세서(18)에 클록 신호를 공급한다. 상기 프로세서(18)는 3 또는 5개의 와이어 버스

및 커넥터(41,42,44)를 통해 기능성 커버(25) 내의 전기 회로(46)에 접속된다.

기능성 커버(25)는 무선 단말기(1)용 커버이며, 이는 상기 커버(25)에 전기 회로(46)를 추가함으로써 구현되는 기능성을

포함한다. 몇몇 예들을 제공하기 위해, 이는 예컨대 전력 공급원 또는 호출음에 반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예컨대, 터치 패드와 같은) 셀룰러폰의 입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기능성 커버 및 상기 셀룰러폰 간의 인터페이스가 설명될 것이다. 5가지의 서로 다른 모드들이 소개될 것

이며, 이들 중 3가지 모드들은 매우 단순하며 예컨대, 센서 용도들로 사용될 수 있다. 나머지 2가지 모드들은 동기식 데이

터 프로토콜을 기초로 한 모드 및 일반적인 비동기식 시리얼 버스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서로 다른 모든 동작 모드들의 완전 사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기 모드들이 모두 기능성 커버

들 및 송수신기들의 양자 모두의 부분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능성 커버들과 송수신기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커넥터는 3개의 커넥터 핀들, 즉, 양(+)의 전력 공급 전압 핀(VDD), 음(-)의 전

력 공급 전압 핀(VSS), 및 커버형 표시자 핀(CTI)을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746175

- 7 -



바람직한 점으로는, 상기 CTI-핀(커버형 표시자 핀)이 2-방향 및 2-모드(아날로그/디지털) 신호 핀이라는 것이다. 상기

CTI-핀은 주파수 모드, PWM-모드 및 CTI-모드용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변형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커넥터는 5개의 커넥터 핀들을 포함한다.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는 양

(+)의 전력 공급 전압 핀(VDD), 음(-)의 전력 공급 전압 핀(VSS), 및 커버형 표시자 핀(CTI)을 포함한다. 더욱이, 상기 커

넥터는 데이터 신호 핀 및 클록 신호 핀을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신호 핀은 동기식 데이터 모드에서 그리고 데이터 모드에서의 비동기식 데이터용으로 사용된다. 상기 동기식

데이터 모드용 프로토콜은 2000년 1월 12C-버스 사양, 버전 2.1(12C-Bus Specification, version 2.1, January 2000)

에 따를 수 있다. 상기 클록 신호 핀은 동기식 데이터 모드에서의 클록용으로 사용된다.

하기 표 1에는 기능성 커버 인터페이스 핀들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핀 출력 유형 설명 통신 방향

Vdd  전력 공급원 송수신기에서 기능성 커버로

Vss  접지 송수신기에서 기능성 커버로

CTI

아날로그 주파수 출력 송수신기에서 기능성 커버로

디지털 PWM 출력 송수신기에서 기능성 커버로

아날로그 커버형 표시자 기능성 커버에서 송수신기로

디지털 PWM 입력 기능성 커버에서 송수신기로

데이터

디지털 비동기식 데이터 출력 송수신기에서 기능성 커버로

디지털 동기식 데이터 출력 송수신기에서 기능성 커버로

디지털 비동기식 데이터 입력 기능성 커버에서 송수신기로

디지털 동기식 데이터 입력 기능성 커버에서 송수신기로

클록
디지털 클록 출력 송수신기에서 기능성 커버로

디지털 클록 입력 기능성 커버에서 송수신기로

본 발명에 의하면, 기저대역 엔진 및 기능성 커버는 상기 모드들을 모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지원 모드들의 개수에 의존하여 3 내지 5개의 핀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기저대역 엔진이 다수개의 모드들을 지원할 경우, 비활성 모드는 활성 모드를 이루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의

미하는 것은 예를 들면 CTI 측정을 수행할 경우, 상기 CTI 핀을 구동하는 다른 핀들이 고 임피던스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상기 기저대역 엔진은 RCTI를 구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기 무선 단말기(1)가 온(on) 상태로 스위칭되거나 또는 신규한 기능 커버가 상기 송수신기 부분에 부착되었다는 것을 상

기 프로세서(18)가 검출할 경우, 부트 시퀀스가 개시된다. 상기 부트 동안, 상기 커버의 유형은 CTI 신호를 통해 검출된다.

그러한 정보에 따라, 해당하는 데이터 모드가 선택되며 적합한 전력 공급 레벨(Vdd)이 공급된다. 도 8에는 부트 시퀀스 및

모드 결정 과정의 일례가 제공되어 있다.

먼저, 단계(100)에서 셀룰러폰에 대한 전원이 온 상태로 스위칭된다. 그후, 단계(101)에서 CTI-저항기(RCTI)의 크기가 측

정된다. 단계(102)에서 상기 저항기의 측정 결과가 제1의 사전에 결정된 값(예컨대, 75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능성

커버는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기 커버를 식별하기 위한 부가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단계(102)에서 상

기 저항기의 측정 결과가 상기 제1의 사전에 결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상기 기능성 커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다. 단계(103)에서 상기 커버가 본 발명에 따른 전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부팅은 계속되어야 한

다.

등록특허 10-0746175

- 8 -



단계(104)에서 상기 커버가 "지능형(intelligent)"이라는 것을 상기 프로세서(18)가 식별할 경우(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

기 커버(25)가 비동기식 또는 동기식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함), 부가 정보는 단계(105)에서 디지털 인

터페이스를 통해 교환된다. 상기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전력 방식은 정의되어야 한다. 이후, 단계(106)에서 부팅이 계

속된다.

단계(104)에서 상기 커버가 "지능형"이 아니라고 간주될 경우, CTI-저항기( RCTI)는 제2의 한계값(예컨대, 64.9㏀) 및 제

3의 한계값(예컨대, 93.1㏀)과 비교되고, 상기 커버(25)는 단지 비활성 부품들만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들 부품들

은 상기 무선 단말기(1)의 전력 공급원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전압은 단계(108)에서 조사표(lookup table)를

통해 상기 프로세서(18)에 의해 결정된다. 부팅은 단계(109)에서 계속된다.

상기 CTI-저항기(RCTI)가 상기 제2 및 제3의 한계값에 의해 정의된 간격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상기 커버(25)는 펄스 모

드, PWM 모드 또는 주파수 모드로서 다른 모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 모드 및 전력 방식은 조사표를

통해 단계(110)에서 상기 프로세서(18)에 의해 결정된다. 부팅은 단계(111)에서 계속된다.

이하 표 2에는 임피던스(RCTI)에 의존하여 지원되는 모드가 기재되어 있다.

[표 2]

모드 R_CTI 값

동기식 데이터 모드 2.00㏀

비동기식 데이터 모드 6.65㏀

PMWN 데이터 모드

30.90㏀

45.30㏀

64.90㏀

CTI 데이터 모드
93.10㏀

137.0㏀

주파수 데이터 모드

210.0㏀

357.0㏀

750.0㏀

무커버 ∞

상기 표 2에는 CTI 저항기 값(RCTI) 대 기능성 변환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 변환 범위는 사전에 결정된 개수의 서로 다른

부속 범위들로 분할되는 것이 바람직한다. (동기식 및 비동기식) "지능형" 모드들에 대하여는, 단지 하나의 저항기 값만이

지정되었는 데, 그 이유는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PWM 모드 및 CTI

모드에 대하여는, 2개의 저항기 값들이 지정되며, 주파수 모드에 대하여는, 4개의 저항기 값들이 지정되었다.

전력 제어 방식은 상기 표 2에 정의된 CTI 정보를 기초로 한다. 전력 공급원의 전기 매개변수는 전력 공급 전압(VDD), 출

력 전류(IDD), 상기 무선 단말기(1)의 출력 임피던스(ZOUT), 및 전력 공급 시간 및 전력 차단 시간을 포함한다.

데이터 인터페이스 동기식 모드(데이터 및 클록 핀들)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되는 데이터 사양은 필립스 세미컨덕터즈에 의한 2000년 1월 12C-버스 사양, 버전 2.1(12C-bus

specification, version 2.1, January 2000 by Philips Semiconductors)의 부분 집합일 수 있다. 동기식 데이터 모드에서,

데이터 핀은, - 대개 상기 프로세서(18) 및 상기 프로세서(18)와 관련된 클록 발진기 (24)의 제어 하에서 - 상기 무선 단말

기(1) 및 상기 기능성 커버(25) 간의 데이터전달을 위해 사용된다.

데이터 인터페이스 비동기식 모드(데이터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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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비동기식 반양방향(half-duplex) 신호를 기초로 할 수 있는 비동기식 데이터 모드로 전달된다. 데이터 속도가

230kbps 이하일 경우, 전력 공급원은 VDD = 2.7V인 레벨에 있을 수 있다.

또한, 비동기식 데이터 모드는 상기 프로세서(18)를 통해 조작되기 위해 상기 기능성 커버(25) 내에 포함된 메모리들과 같

은 멀티미디어 메모리 카드(multi-media memory card; MMC)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무선 단말기 내에 로딩하는 데 동

기식 데이터 모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같은 데이터 접속은 상기 프로세서(18)를 통해 조작되기 위해 상기 기능성 커버

(25) 내에 포함된 메모리들과 같은 멀디미디어 메모리 카드(MMC)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무선 단말기 내에 로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예컨대, MP3 음악 파일들 및 실행가능한 게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문에, 예컨대,

게임 커버에 의해 감지되어 데이터 핀을 통해 무선 단말기에 전달되는 동작을 갖는 여분의 조이스틱을 지니는 게임 커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게임은 또한 상기 기능성 커버(25)에 포함되지만, 상기 무선 단말기(1)의 디스플레이

(3)를 사용하는 여분의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 접촉식 패드/스크린과 같은 여분의 UI 유닛들 또는/및 여분의 디

스플레이가 상기 기능성 커버(25) 상에 제공되어 상기 프로세서(18)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CTI-핀을 통한) PWM 데이터 모드

데이터는 양방향 CMOS 레벨 PWM-변조형 CTI 신호를 사용하여 전달된다. 전력 공급원은 VDD = 2.7V인 레벨에 있을 수

있다. 펄스 신호는 32kHz 이하의 가변 주파수를 지닐 수 있다. 펄스의 듀티 사이클(duty cycle)은 0.01 및 1 사이에서 변

화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포맷의 아날로그 신호임으로써, 버저(buzzer) 신호와 같은 음(sound)이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

다.

(CTI 핀을 통한) CTI 데이터 모드

CTI에서 상기 커버의 유형 정보가 제공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프로세서(18 )는 셀룰러폰의 시동(부트) 동안 풀다운 저항

기의 값을 검출하고 사전에 정의된 표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 및 전력 인터페이스 모드를 선택한다.

이러한 모드는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어떠한 자극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들에 매우 적합하다. 이같은 용도에 따른 양

호한 예가 플래시(flashlight)이다.

(CTI 핀을 통한) 주파수 모드

주파수 모드에서, 기능성 커버(25)는 CTI 신호의 주파수로 제어된다. 진폭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구동 신호는

작은 아날로그 전압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전압은 그후 커버단(cover end)에서 증폭된다. 주파수 신호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10kHz 이하에서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러한 모드는 상기 기능성 커버(25)에 호출음(ringing tone)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단 전달된 경우, 상기 호출

음은 예를 들면 "발광 기관(light organ)"을 구동시키는 자극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커넥터 인터페이스는 3 내지 5개의 핀들 및 관련 패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신호 핀들에 대한 전기 요구량들은

서로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인다. CTI 핀은 낮은 대역폭 통신의 경우 클록으로서, 그리고 중간 대역폭 통신의 경우 데이터로

서 사용된다. 높은 대역폭 통신의 경우, 보다 복잡한 배치가 필요하다. 그 결과로, 커넥터는 성능 및 비용에 대해 상기 커넥

터를 최적화하는 것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상기 무선 단말기 상의 인터페이스는 상기 커버(25) 내에 포함된 유사한 정도의 포고(pogo) 핀(41)들과 상호작용하기 위

한 3 내지 5개의 신호 패드들을 포함한다.

하기 표 3에는 핀 순서 및 패드 크기가 기재되어 있다.

[표 3]

핀 명칭 핀 번호 A D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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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 1.

4.3 2 ㎜

VSS 2.

VDD 3.

데이터 4.

클록 5.

상기 핀들의 순서는 도 4 및 도 5에서 보여주고 있다. 상기 핀(41)들은 등간격(A)으로 직선 배치되어 있다. 5개의 패드(44)

들의 직경(D)은 신뢰성있는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 핀(41)들의 플런저(42)들의 직경보다 실질적으로 크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상기 무선 단말기(1)가 5개의 패드(44)들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성 커버가 데이터 모드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단지 3개의 핀( 41)들이 필요하며, 이같은 3개의 핀(41)들은 핀 번호 1 내지 3에 해당하는 패드(44 )

에 맞물린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커넥터는 고정된 인쇄 배선 기판(40) 상에 장착된 3개의 포고-핀(41)들(스프링 하중식

접점들)을 포함한다.

상기 포고-핀(41)들은 셀룰러폰의 주 인쇄 배선 기판 및 기능성 커버의 소형의 고정된 인쇄 배선 기판(40) 사이에 안전하

고 저항이 낮은 접점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인쇄 배선 기판(40) 상에 기계적으로 고정 및 납땜되어 있다. 플런저(42)의 이

동은 적어도 1㎜이여야 하고 플런저 및 주 인쇄 배선 기판의 패드들 간의 압력은 표준 무선 단말기용으로 최소한 25g이여

야 한다. 패드 치수 및 간격은 상기 표 4에 제공되어 있다.

상기 핀들은 금도금되어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상기 핀들의 내부 저항은 용도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점

으로는, 상기 내부 저항이 심지어 10000 사이클 이후에도 100m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커넥터 핀들이 일렬로 배치될 필요도 등간격일 필요도 없을 수 있다. 상기 커넥터 핀들은 또한 비대칭으로 배치될 수 있으

며 (도시되지 않은) 서로 다른 크기의 커넥터 핀들을 지닐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전력 공급용 커넥터 핀이 다른 커넥터 핀

들보다 클 수 있다.

도 7에는 정면 커버(25)가 들어 올려진 무선 단말기(1)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패드(44)들은 상기 단말기의 인쇄 배선 기판

(43) 상에 배치되어 있다. 상기 인쇄 배선 기판(43)은 상기 커넥터 핀(41,42)들이 상기 패드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개구

부들을 지닌 투명 플라스틱의 광 통로(45)로 덮여져 있다. 상기 커넥터 핀( 41,42)들은 인쇄 배선 기판(40) 상에 장착되어

있다.

상기 인쇄 배선 기판(40)은 스냅 커플링 수단(48)을 통해 상기 커버(25)의 내측 상에 장착되어 있다. 상기 인쇄 배선 기판

(40)의 배면 측 상에는 각각의 파이프 형성 광 통로(49)들을 조명하는, 예컨대, 3개의 LED(47)들을 포함하는 전기 회로가

제공되어 있다. 주파수 모드에서, 호출 신호의 전기 표현은 호출 신호 다음에 이어지는 조명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전

기 회로에 전달된다. 상기 광 통로(49 )는 호출 신호 다음에 이어지는 템포(tempo)로 개별 조명될 수 있다. 이는 상기 기능

성 커버(25)가 부분적으로 투명할 경우 사용자에게 자극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커버 내에 포함된 칩 또는 마이크로제어기는 상기 인쇄 배선 기판 상에 장착되어

있다. 상기 커버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는 상기 칩 또는 마이크로제어기 상에 저장되어 있다. 이같은 데이터는 커버 제조

업자에 관한 정보, 버전 정보, 시리얼 번호, 자바 다운로드 성능 정보, 및 파일 시스템 성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칩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제공되어 있는 커버를 검출할 경우, 셀룰러폰은 상기 칩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인증 시도를 보내

거나 또는 상기 칩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인증 응답을 반환한다. 상기 인증 응답에 의존하여, 상기 셀룰러폰은 상기 커

버를 용인하고 상기 셀룰러폰에 대한 상기 커버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또는 상기 셀룰러폰에 대한 상기 커버의 제한 접근/

기능을 허용한다.

상기 칩 또는 마이크로제어기 내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는 상기 셀룰러폰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이는 상기 커

버가 상기 단말기에 의해 식별 또는 권한부여된 후에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상기 단말기 내의 메뉴로부터 수동적으

로 수행될 수도 있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상기 셀룰러폰에 관한 서로 다른 유형들의 어플리케이션들, 예컨대, 게임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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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케이션들, 프로파일들, 메뉴 항목들, 음악, 그래픽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셀룰러폰으로부터 상기 커버로 소프트

웨어 또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관해 상기 커버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칩들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커버는 상기 셀룰러폰에 비해 비교적 큰 메모리를 지니며, 상기 커버는 외부 RAM 또는 ROM 메모리로

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셀룰러폰은 무선을 통해 상기 셀룰러폰에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들,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를

상기 커버에 내재하는 메모리 칩 또는 칩들 내에 자동적으로 저장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변형적으로는, 상기 셀룰러폰의

내부 메모리로부터 상기 커버 내의 메모리 칩 또는 칩들로의 전달은 사용자로부터의 커맨드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커버에는 가입자 인식 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 카드와 같은 (도시되지 않은) 스마트 카드용 홀

더가 제공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SIM 카드 홀더는 전기 커넥터(41,42,44)를 통해 상기 셀룰러폰에 접속되어 있다. SIM

카드가 상기 SIM 카드 홀더 내에 삽입된 커버를 검출할 경우, 상기 셀룰러폰은 사용자에게 상기 셀룰러폰 내에 SIM 카드

를 가지거나 또는 상기 커버 내에 SIM 카드를 가지는 동작을 계속하도록 결정할 것을 통지한다. 사용자가 후자를 선택할

경우, 상기 셀룰러폰은 상기 커버 내에 상기 SIM 카드용 PIN 코드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인증 과정이 완료된 후에 상기

셀룰러폰은 상기 커버에 내재하는 SIM 카드 홀더 내의 SIM 카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셀룰러폰 메뉴는 사용자가 항상

상기 2개의 SIM 카드들 사이에서 전후로 위칭(witching)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상기 커버에는 또한

하나 이상의 SIM 카드 홀더가 제공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폰 메뉴는 사용자가 사용될

원하는 SIM 카드를 선택하기 위한 항목들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전화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무선 전화용 기능성 정면 커버를 개략적으로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은 예컨대, 셀룰러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위한 무선 전화의 핵심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기능성 정면 커버 및 무선 전화의 주 블록 간의 전기 접속을 보여주는 도면이

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정면 커버 및 무선 전화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 패드를 보여주는 도면이

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커버에 장착된 커넥터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

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능성 정면 커버 및 무선 전화의 주 블록을 접속하는 커넥터 부분을 개략적으

로 보여주는 부분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팅 및 모드 선택 과정을 예시하는 플로챠트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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