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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기

요약

    
이동 전화기는 수신기, 송신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관련 메모리를 구비한다. 상기 메모리는 선입 선출(FIFO) 큐 및 
정적 버퍼를 포함한다. 상기 이동 전화기에 의해 운반된 음성 신호는 디지털화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제공된다. 그 
결과 디지털 신호는 상기 FIFO 큐에 연속적으로 기록된다. 이동 전화기 사용자로부터의 제1명령에 응답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FIFO 큐의 내용을 정적 버퍼로 전달되도록 한다. 사용자로부터의 제2명령시, 버퍼의 내용은 아날로그 신호
로 변환되어 이동 전화기 스피커를 걸쳐 재생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이동 전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선입 선출, 정적 버퍼, 송신기, 수신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 전화기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상기 이동 전화기에 의해 송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연속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전화기는 도로나, 근무처(worksite)등의 사무실에서 벗어나있을 때에도 이용자에게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하는 편리하고 폭넓게 이용되는 장치이다. 가끔, 이동 전화기를 이용할 때, 예컨대 전화번호나 주소를 녹음하기 위해 그 
대화 내용을 메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 전화기를 이용할 때, 이용자는 그의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
화 내용을 적는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필과 노트패드(notepad)가 없을 수도 있다. 연필과 종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필과 종이는 이용하기에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동 전화기 이용자가 이동 전화기로 통화한 메
모 및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일본국 특허출원 제 152800호에는 음성신
호를 저장하는 메모리 및 그 메모리의 기록/판독(writing/reading) 작업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함으로써 통화 내
용을 메모에 녹음하는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유럽 특허 출원 제 0 751 496호에는 음성 코딩(speech coding) 방법 및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IBM 기술 공보[Vol 27, no.9, Feb.1985]에는 녹음, 저장 및 재호출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중단 핸들러(interruptions handler)가 기재되어 있다. 유럽 특허출원 제0 700 192호에는 한 가지 이상의 샘플링 속
도(sampling rate)로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는 데이터 압축회로를 구비하여, 저장될 데이터 양을 줄이는 음성 녹음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 4,573,140호에는 중간 메모리(intermediate memory)를 채우기 위해 선입선출(
first in-first out) 메모리를 이용하여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액세스(access) 할 수 있는 음성통신 저장을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독일 특허 제195 35 612호에는 호출자가 말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부가 장치를 가진 자
동 호출 응답 장치를 구비한 이동전화기가 기재되어 있다. 프랑스 특허 제2,751 157호에는 연속적으로 갱신되는 FIF
O 메모리를 음성-영상(audio-video) 데이터 녹음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이용자는 선택된 데이터 시퀀스를 일시(te
mporary) 메모리에서 영구(permanent) 메모리로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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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메시지를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는 이동 전화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전화기의 음성 처리 회로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미래에 재생하기 위해 포획하여 저장할 수 있는 이동 전화기를 제
공하는 것이다.

    
상기 및 그 밖의 목적은 수신기, 송신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관련 메모리를 구비한 이동 전화기로 달성된다. 상기 메
모리는 선입 선출(first- in-first-out)(FIFO) 큐(queue) 및 정적 버퍼(static buffer)를 포함한다. 아날로그 이동 
전화기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 및 이동 전화기의 마이크로폰에 의해 수신된 음성 신호는 디지털화되어 결합된다. 그 결
과 디지털 신호가 상기 선입 선출 큐에 연속적으로 기록된다. 상기 이동 전화기 이용자로부터의 제1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상기 선입 선출 대기열의 내용이 상기 정적 버퍼로 전달되도록 한다. 이용자로부터의 제2명
령 수신시, 상기 버퍼의 내용은 아날로그로 변환되어 이동 전화기의 스피커로 재생 된다. 디지털 이동 전화기에 있어서, 
수신된 음성 신호는 이미 디지털 신호이다. 따라서, 상기 수신된 음성 신호는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신호와 결합되기 
전에 디지털화 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의 특성 및 장점과 함께 본 발명의 상기 및 그 밖의 목적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된다. 상기 도면에 있어 동일한 참조번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말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2는 이동 전화 수신기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이용된 선입선출 큐 및 SRAM 버퍼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에 이용된 선입선출 큐 및 SRAM 버퍼를 나타내는 블록도.

    실시예

이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는 첨부 도면을 참조로 설명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수의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어, 상기 도시된 특정한 실시예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도 1을 참조하면, 블록도 형식으로 디지털 이동 전화기(100)가 도시되어 있다. 이동 전화기(100)는 무선 주파수(rad
io frequency)(RF) 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130)를 구비한다. 안테나(130)는 듀플렉서(duplexer)(135)를 이용
하여 수신기(140) 및 송신기(145)에 결합된 다음, 음성 처리기(150)에 결합된다. 마이크로폰(180) 및 스피커(175)
가 음성 처리기(150)에 결합된다. 마이크로폰(180)에 의해 픽업된 음성 신호는 음성 처리기(150)에 의해 증폭, 여과 
및, 샘플링되어, 디지털 음성 신호로서 송신기(145)로 전달된다. 송신기(145)는 음성 부호화 방식(speech encoding 
scheme)을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를 부호화한다. 이러한 음성 부화화 방식은 펄스 부호 변조(pulse code modulation)
(PCM)와 같은 파형 부호화 기술이 될 수 있다. 낮은 부호화율을 이루어 대역폭을 줄이기 위해서, 차분 펄스 부호 변조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DPCM) 또는 적응 차분 펄스 부호 변조(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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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tion)(ADPCM)와 같은 다른 인코딩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훨씬 낮은 율의 인코딩은 여진 선형 예측 부호화
(Code Excited Linear Predictive code)(CELP) 또는 벡터 총여진 선형 예측 부호화(Vector Sum Excited Linear 
Predictive code) (VSELP)와 같은 선형 예측 부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달성된다. 다른 부호화 방법도 가능하며, 사용
중인 소정의 이동 무선 시스템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부호화된 디지털 신호는, 예컨대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블
록 또는 콘볼루션 부호(convolutional coding)를 이용하여 송신기(145)에 의해 채널 인코딩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디지털 신호가 물리적으로 인코딩되어, 반송파 신호는 상기 인코딩된 디지털 신호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변조되어 
안테나(130)를 걸쳐 송신된다.
    

도 2는 디지털 이동 전화기의 수신기(140)에 대한 블록도이다. 안테나(130)에 의해 수신된 RF 신호는 신호 처리기(
210)에서 증폭되고, 필터링되어 혼합된다. 그런 다음, 상기 수신된 신호는 채널 디코더/복조기(220)에서 복조되어 채
널 디코딩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신호는 음성 디코더(230)에서 음성 디코딩된다. 상기 디코딩된 신호는 음성 처리기
(150)를 통과하여, 아날로그로 변환되어 스피커(175)를 통해 출력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이동전화기(100)의 동작은, 입/출력(input/output)(I/O) 서브시스템(155)을 통해 상기 RF 
회로와 통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0)에 의해 제어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데이터 및 프로그램 명령어가 
저장되는 관련 범용 메모리(115)를 구비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10)에는 또한,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tatic random access memory)(SRAM) 또는 전기적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 읽기 전용 메모리(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EEPROM)를 
포함할 수 있는 관련 정적 버퍼 (125)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FIFO 큐(120)로 나타낸 관
련 메모리 블록을 가진다. FIFO 큐(120)는 메모리(115)나 SRAM 버퍼(125)의 논리 부분으로서, 또는 개별적인 동
적 RAM(DRAN) 메모리 칩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동 전화기(100)는 관련 키보드(165) 및 디스플레이(170)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인터페이스(160)를 구비한다. 
키보드(165) 및 디스플레이(170)는 사용자 입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제어 인터페이스(160)는 I/O 서브시스템(155)
을 통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110)와 통신한다.

    
상기 수신 및 송신된 디지털 신호는 I/O 서브시스템(155)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 (110)에 제공된다. 그런 다음, 상
기 디지털 신호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0)에 의해 결합되어 결합된 음성 신호를 형성하는데, 상기 음성 신호는 FIFO 
큐(120)에 연속적으로 저장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신호는 음성 인코딩(송신 신호의 경우)후, 음성 디
코딩(수신 신호의 경우)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110)에 제공된다. 따라서, 상기 음성 신호는 압축된 음성 인코딩 형식
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10)에 의해 저장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결합된 음성신호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0)에 의해 FIFO 큐(120)에 저장된다. FIFO 큐(120)
의 내용은,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겹쳐기록함(overwrite)으로써 연속적으로 갱신된다. 따라서, 
수신 신호는 음성 데이터의 마지막 n초 만이 보유되어 있더라도 상기 FIFO 큐(120)에 연속적으로 저장된다.

    
FIFO 큐는 상기 큐의 크기 및 이용된 음성 인코딩 방식에 따라 소정의 초 만큼의 음성 데이터를 보유한다. 예컨대, 16 
킬로비트 음성 부호기를 이용한다면, 32 킬로바이트 큐는 16초 만큼의 음성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 FIFO 큐(120)
는 적어도 10초의 디지털 음성신호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이 바람직하다. FIFO 큐(120)에 저장된 음성신
호의 n초 세그먼트 각각을 블록이라 한다. 한 블록의 크기와, 상기 FIFO 큐(120)에 포함된 블록의 수는 사용자가 설정
한 소정의 구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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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160)에는 사용자가 마이크로프로세서(110)로 명령을 내리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키패드(165)상에 
지정된 버튼을 누르거나 디스플레이(170)상의 아이콘 또는 매뉴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내리는 
다른 수단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내린 명령은 제어 인터페이스(160)와 I/O 서브시스템 (155)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
서(110)로 전달된다.

    
이동 전화기(100)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0)로 저장 및 플레이 명령이나 신호를 내리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
한 기능은 호출하는 동안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기존 버튼에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
서, 키보드(165)상의 한 개의 키를 < STO 키라 하고, 한 개의 키를 < PLAY 키라 한다. 상기 < STO 키를 누
르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큐(120)에 기록하는 과정을 중지함으로써 상기 FIFO 큐(120)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킨다(freeze). 상기 FIFO 큐(120)(블록)의 내용은 SRAM 버퍼(125)로 전달된다. 저장 명령이 내려져 음성 
블록이 SRAM 버퍼(125)로 전달되면, 성공적인 음성 블록 저장을 나타내는 아이콘 또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170)상
에 화면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상기 저장된 블록이 재생될 수 있다. 플레이(PLAY) 명령이 내려지면, 
SRAM 버퍼(125)의 내용은 마이크로프로세서(110)에 의해 검색되어 수신기(140)에 제공된다. 수신기(140)는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여 디코딩하고, 이 디코딩된 신호를 음성 처리기(150)에 제공한다. 음성 처리기(150)는 디지털 신호
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여, 이것을 스피커(175)를 통해 출력한다.
    

    
SRAM 버퍼(125)는 하나 이상의 블록을 보유할 수 있는 크기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SRAM 버퍼 (125)는 
복수의 슬롯을 포함하는데, 각 슬롯은 한개의 블록을 보유할 수 있는 크기로 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최대 효율을 얻
기 위해 사용자가 슬롯 크기 및 블록 크기를 동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또한, 슬롯은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상기 슬롯에 저장된 블록이 자동으로 겹쳐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한다. FIFO 큐(120) 및 SRAM 버퍼(125)의 구조는 도 6 및 도 7에 도시된다. 도 6은 FIFO 큐(120)가 하나의 블
록(610)을 보유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는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SRAM 버퍼는 복수의 슬롯(620)을 갖는데, 그 각
각의 슬롯이 하나의 블록(610)을 보유할 수 있다. 도 7은 FIFO 큐(120)가 복수의 블록(610)을 보유하는 크기로 되
어있는 실시예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명백한 변형사항은, 상기 실시예가 FIFO 큐(120)와 SRAM 버퍼(125)에 대해 
개별적인 메모리 유닛(memory unit)을 도시하고 있지만, FIFO 큐(120)와 SRAM 버퍼(125)를 논리적인 분할을 이
용하여 동일한 물리적인 메모리 유닛 내에 구현한다는 것이다.
    

작동시, 보존하고자 하는 대화의 일부분을 듣고있는 사용자가 < STO 키를 누르면, 나중에 재생되기 위해 이전 n초 정
도의 음성이 세이브(save)된다. SRAM 버퍼(125)가 동적이므로, 상기 블록은 이동 전화기(100)가 스위치 오프되는 
경우에도 나중에 재생되기 위해 저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SRAM 버퍼(125)의 크기에 따라,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블록을 기억장소(storage)에 보유할 수도 있다(즉, 상기 SRAM 버퍼(125)는 하나 이상의 슬롯을 가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FIFO 큐(120) 및 SRAM 버퍼(125)는 다수의 블록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사
용자가 < STO키를 한번 누르면, 가장 최근에 수신된 블록이 저장된다.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블록(즉, 마지막 n초 
정도의 대화분량 이상)을 보유하길 원할 경우, 사용자는 연속해서 < STO 키를 여러번 누룰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가 < STO 키를 연속해서 3번 누르면, 이전의 3n초가 하나의 메시지로서 상기 SRAM 버퍼(125)에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장될 수 있는 메시지의 크기는 FIFO 큐(120) 및 SRAM 버퍼(125)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아날로그 전화기에서, A/D 및 D/A 변환의 부가적인 층은 도 3에 도시된 A/D 변환기(310)
에 의해 수행된다. 수신 및 송신된 신호는 A/D 변환기(310)에 의해 각각 샘플링되어 양자화되고, 이 양자화된 샘플은 
I/O 서브시스템(155)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로 전달된다. 다음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상기 신호를 
결합하여 그 결합된 음성신호를 FIFO 큐(120)에 저장한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상기 결합 신호를 저장하기 전
에 마이크로프로세서(110)에 의해 음성 부호화가 행해져, 저장 공간을 보호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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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해 이용되는 음성 부호화 방법은 메뉴선택을 통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음질에 상관
없이 가능한 많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CELP 또는 VSELP와 같은 낮은 
비트율의 예측 부호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사용자가 음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신 보다 큰 저장공간을 선호한다
면, 사용자는 PCM과 같은 높은 비트율의 파형 부호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화 대화 이외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 및 저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 STO 키가 한 번 눌리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가 마이크로폰(180)으로부터 음성을 녹음하기 시작하도록 전
화기(100)를 구성할 수 있다. 다시 < STO 키를 누르면, SRAM버퍼의 블록을 저장하고 녹음 과정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 PLAY키를 누름으로써 상기 녹음된 메시지를 플레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논리적인 동작은 도 4 및 5에 도시된 흐름도에 설명된다. 도 4는 한 번에 한 블록만이 FIFO 큐(120)에 보존
되는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낸다. 그 녹음 기능은 단계(400)이전에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된다. 이러한 활성화는 메뉴 
또는 구성 설정을 통해 될 수 있으며, 이동 전화기(100)가 파워 온(power on) 될 때마다 반복될 필요는 없다. 일단 녹
음 기능이 활성화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110)는 디지털 음성 신호를 FIFO 큐(120)에 연속적으로 저장한다.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키보드(165)를 연속적으로 스캔(scan)하여 저장 버튼이 눌렸는지
를 판정한다(단계 410). 일단 마이크로프로세서(110)가 단계(410)에서 저장 버튼이 눌렸다는 것을 검출하면, 단계(
415)에서 FIFO 큐(120)를 고정시킨다(즉, FIFO 큐(120)에 새로운 음성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중지시킨다). 다음,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110)는, 단계(420)에서 블록을 저장하기 위해 SRAM 버퍼에 이용가능한 빈 슬롯(free slo
t)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검사를 한다. 이용가능한 빈 슬롯이 있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425)에서 
큐의 내용을 SRAM 버퍼(125)의 빈 슬롯으로 전달하고, 단계(430)에서 상기 블록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그렇지 않은 경우(즉, 빈 장소가 없는 경우), 단계 435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SRAM 버퍼
(125)에 비보호 슬롯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검사를 한다. 비보호 슬롯이 있다면, 단계 440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110)는 상기 슬롯을 단계 440에서의 FIFO 큐(120)의 내용으로 겹쳐기록하여, 단계 445에서 상기 블록이 성공적으
로 저장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신호로 알린다. 단계 445에서 발생된 신호는 또한, 블록을 저장하기 위해 비보호 슬롯이 
겹쳐 기록되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도 있다. 이러한 표시는 아이콘 또는 고유 톤(tone)을 이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소정의 슬롯이 보호되는지 또는 보호되지 않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으로 설정되거나 메뉴 선택으로 선택될 수 있다. 
비보호 슬롯을 이용할 수 없으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비보호 슬롯을 이용할 수 없음을 가청 경보(audible alar
m)를 이용하여 단계 450에서 표시한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보호 슬롯을 겹쳐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한다(단계 455). 사용자가 보호 슬롯을 겹쳐 기록할 것이라고 표시하면, 단계 460에서 겹쳐기록될 슬
롯을 선택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한다. 일단 겹쳐 기록될 슬롯을 식별하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 425에서 상
기 식별된 슬롯안에 블록을 저장하고, 단계 430에서 그 블록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는 것을 신호로 알린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 465에서, 그 메모리를 갱신하여 SRAM 버퍼의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 예
컨대 빈 슬롯의 갯수, 보호 슬롯의 갯수 등을 화면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470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470)는, FI
FO 큐(120)에 음성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다시 시작한다. 단계 455에서 사용자가 현재의 보호 슬롯을 겹쳐 기록하
지 않을 것을 선택하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단계 465로 진행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를 갱신하여, 상기 FIFO 큐(
120)를 다시 시작한다.
    

도 5는 FIFO 큐(120)가 한 번에 한 블록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크기로 됨에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원할 경우 저장키
를 연속적으로 여러번 누름으로써 복수의 블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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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보면, 저장 버튼이 맨 처음 눌리면(단계505),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상기 FIFO 큐를 고정시켜(단계 510), 
타이머 작동을 개시한다(단계 515). 이 타이머의 길이는 사전 설정되며,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다음
으로,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도 4에 대해 설명된 것과 유사한 과정을 따라(먼저 빈 블록 또는 비보호 블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함), 제1블록(FIFO 큐(120)에서 가장 최근에 저장된 블록에 해당함)을 저장한다. 제1블록을 저
장한 후,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키패드를 스캔하여 상기 저장 버튼이 다시 눌렸는지를 알아본다(단계 525, 530). 
만일 눌리지 않았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 535에서, 타이머가 종료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한다. 
그 타이머가 종료했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 560에서 FIFO 큐(120)를 다시 시작한다. 타이머가 종료되
지 않았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525)로 복귀하여 다시 키패드를 스캔한다. 저장 버튼이 눌렸다면, 마이
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 540에서 FIFO 큐(120)에 저장되지 않은 나머지 블록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검
사를 한다. 나머지 블록이 있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단계 550과 555에서 타이머를 리셋하여 블록을 저장한다. 
그렇지 않으면(즉, 사용자가 저장될 큐에서 이용가능한 블록보다 더 많은 횟수로 저장 버튼을 눌렀다면), 마이크로프로
세서(110)는 단계(545)에서 블록이 저장되지 않았다(음성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 
단계 560에서 FIFO 큐(120)를 다시 시작한다.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기술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본원에 기술되고 도시된 특정한 실시예로 제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다. 본원에 도시되고 기술된 것 이외의 실시예 및 응용은 물론, 변화, 변형 및, 이에 
상응하는 장치가, 본 발명의 요지 또는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상기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해 명백하게되거나 또는 합리적
으로 제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회로(155);

상기 회로에 결합되어 상기 회로로부터 상기 음성 신호를 수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0);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되어 선입 선출(first-in-first-out) 원리로 소정 길이의 상기 음성 신호를 저장하며, 
복수의 메모리 블록(610)을 포함하는 제1메모리(120);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제2메모리(125);

제1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블록중 제1블록을 상기 제2메모리로 전달하는 수단;

상기 제1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1메모리의 내용을 고정시키는 수단; 및

소정의 시간내에 제2사용자 명령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블록중 제2블록을 상기 제2메모리로 전달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신호가 디지털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용 전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고, 상기 장치는 상기 소정 길이의 음성신호를 저장하기 전에 상기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결합된 변환수단(310)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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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모리(125)가 정적 메모리(static memor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
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모리(125)는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tatic random access memory)(SRAM)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모리(125)는 전기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EEPROM)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
동 전화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음성신호는 음성 부호 방법을 이용하여 인코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부호화 방법이 파형 부호화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
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부호화 방법이 선형 예측 부호화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
화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모리의 내용을 아날로그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변환수단(310); 및

상기 변환수단에 결합되어 제2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플레이하는 스피커(175)를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11.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상기 제1메모리의 내용을 상기 제2메모리로 전달하기 전에 음성 부호
화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음성신호를 인코딩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부호화 방법이 파형 부호화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녹음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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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부호화 방법이 선형 예측 부호화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기록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부호화 방법이 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선택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기록 능력을 
가진 이동 전화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메모리(120) 및 제2 메모리(125)는 한개의 물리적인 메모리 장치의 논리적인 부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 기록 용량을 가진 이동 전화장치.

청구항 16.

송신 디지털 음성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145);

수신 디지털 음성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140);

상기 송신기 및 상기 수신기에 결합된 음성처리기(150);

상기 송신기, 수신기 및 음성처리기에 결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110)

선입 선출 대기열로 구성되고, 복수의 메모리 블록을 포함하는 제1 메모리(120); 및

제2메모리(125)를 포함하는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수신 디지털 음성신호와 상기 송신 디지털 음성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메모리에 상기 
신호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도록 조정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제1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블록 중 제1블록을 상기 제1메모리에서 상기 
제2메모리로 전달하도록 조정되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제1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1메모리에 상기 신호를 저장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조정되며, 및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소정 시간내에 제2사용자 명령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블록중 제2블록을 상기 제2메
모리로 전달하도록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17.

송신 디지털 음성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145);

수신 디지털 음선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140);

상기 송신기 및 수신기에 결합된 음성처리기(150);

상기 송신기, 수신기 및 음성처리기에 결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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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 큐로 구성된 제1메모리(120); 및

제2메모리를 포함하는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수신 디지털 음성신호 및 송신 디지털 음성신호를 수신하도록 조정되어, 상기 제1메모리
에 상기 신호를 연속적으로 저장하고, 및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제1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1메모리의 내용을 상기 제2메모리로 전달하도록 조정되
는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제1메모리에 상기 신호를 저장하기 전에 상기 수신 디지털 음성신호와 송신 디지털 음
성신호를 결합하도록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처리기에 결합된 스피커(175)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제2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2메모리의 내용을 디지털 메시지 신호로 상기 음성 
처리기에 전송하도록 조정되고, 상기 음성 처리기는 상기 디지털 메시지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스피커
를 통해 상기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도록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10)는 상기 디지털 메시지 신호를 상기 음성 처리기로 전송하기 전에, 음성 
디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메시지 신호를 디코딩하도록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전화기.

청구항 20.

전자 장치에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입 선출 원리로, 복수의 메모리 블록을 포함하는 제1 메모리(120)에 음성 메시지에 해당하는 소정 길이의 디지털 음
성 신호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단계,

제1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1메모리에 상기 신호를 저장하는 것을 중지하고, 상기 제1메모리에서 제2메모리(
125)로 상기 복수의 블록 중 한 블록을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제1사용자 명령 후 소정 시간내에 제2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블록 중 제2블록을 상기 제2메모리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제3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2메모리(125)의 내용을 스피커를 걸쳐 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 메시지 녹음 방법.

청구항 22.

선입선출(FIFO) 큐로 구성되고 복수의 블록(610)을 포함하는 제1메모리, 복수의 메모리 슬롯(620)을 갖는 제2메모
리(125), 제1기능키를 가진 키패드 (165), 상기 디지털 음성신호(155)를 전달하는 회로, 그리고 상기 제1메모리, 제
2메모리, 키패드 및 회로에 결합된 마이크로프로세서(110)를 구비하는 이동 전화기에 디지털 음성신호의 일부를 저장
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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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메모리에 음성신호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1기능키가 눌렸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상기 키패드를 스캔하는 단계;

상기 제1기능키가 눌린 경우, 상기 제1메모리에 상기 신호를 저장하는 것을 중지하고, 상기 제2메모리에 빈 메모리 슬
롯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제2메모리의 제1메모리 슬롯이 비어 있는 경우, 상기 제1메모리로부터 상기 제2메모리의 빈 슬롯으로 복수의 메
모리 블록 중 한 블록을 전달하는 단계;

상기 제1 기능키가 눌린 후 소정 시간내에 제2사용자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제2메모리의 빈 메모리 슬롯이 있는지 여
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2메모리의 제2메모리 슬롯이 비어 있는 경우, 상기 제1메모리로부터 상기 제2메모리의 제2슬롯으로 상기 복수
의 메모리 블록 중 한 블록을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음성신호 일부를 이동전화기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모리(125)의 메모리 슬롯(620)이 비어 있지 않다면, 상기 제2메모리의 메모리 슬롯 중 
한 슬롯이 보호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2메모리의 메모리 슬롯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상기 제1메모리로부터 상기 제2메모리의 비보호 슬롯으로 복수의 
블록 중 한 블록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음성신호 일부를 이동전화기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메모리(125)의 메모리 슬롯(620)이 비보호가 아니면, 이동 전화기 사용자에게 보호 메모
리 슬롯이 겹쳐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음성신호 일
부를 이동전화기에 저장하는 방법.

청구항 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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