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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셀룰러무선전화기프로그래밍방법및시스템

요약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터미널내로 입력하는 단계와,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터미널로부터 무선전화기로 
상기 디렉토리를 이송하는 단계와, 셀룰러 무선전화기측 메모리내로 디렉토리를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통해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내에 입력한다.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는, 음향 출력변환기
와, 음향 입력변환기와, 수발신기와, 메모리와,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포함한 데이터신호를 접수하기 
위한 와이어리스 커플링과, 상기 메모리내에 해당 디렉토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터미널은, 상기 디렉토리의 엔트리를 수용하기 위한 입력장치와, 해당 
디렉토리를,  상기  무선전화기로  이송가능한  데이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프로세서와,  상기  데이터 
신호를, 그 메모리내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프로그래밍되는 상기 무선전화기로 이송하기 위한 음향 
출력변환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셀룰러 무선전화기(cellular radiotelephone)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프로그래머
블(programmable) 메모리를 갖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오늘날의 셀룰러 전화기는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고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화기 크기는 셔츠(shirt) 호주머니에 알맞을 정도로 작아지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최근의 베터리는, 
이들 호주머니 크기의 무선전화기로 하여금 24시간까지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 

크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선전화기들의 기능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블 전화기 디렉
토리(directory)는 현재 많은 전화기에 있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전화기 디렉토리가 있음
으로  하여,  사용자는  일정수의  전화번호  및  이름(및/또는  기타의  확인정보)을  프로그래밍해  넣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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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전화기 사용자들은, 자주 통화하는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기내에 프로그래밍해두고, 관련 
이름 또는 기타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번호를 검색함으로써, 특정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일단 검색되면, 해당 셀룰러 무선전화기가 자동으로 다이얼링할 수 있다. 

많은 셀룰러 전화기의 경우, 100개 또는 최대 250개까지의 전화번호를 프로그래밍해 넣을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다. 상기 무선전화기의 키이패드(keypad)는, 그러나, 전형적으로 몇몇 키이에만 한정되는 바, 복
합문자를  입력하는  데  있어  몇몇  단일문자만  사용되는  형편이다.  더욱이,  무선전화기의 디스플레이
(display) 대부분은 한줄 또는 두세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름 및 전화번호를 동시에 완전히 나타내줄 
정도의 글자를 보여줄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수의 전화번호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어렵
고, 또한, 그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해당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메모리를 갖는 셀룰러 무선전
화기에 대한 필요성이 항상 있어 왔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형 셀룰러 무선전화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셀룰러 무선전화기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들은, 와이어리스(wireless) 음향커플링 경로(acoustic coupling path)를 매개로 한 
마이크(microphone)를 통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갖는 셀룰러 무선전화기를 제공함으
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스피커를 비롯한 컴퓨터 터미널(terminal)를 통하여, 상기 전화기 디렉토리 정보
를 포함한 음향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즉, 스피커를 통해 전송될 음향 출력정보를 
생성하는 컴퓨터 터미널내로 상기 전화번호 및 이름 디렉토리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는, 무선전화기 
키이패드를 통해 상기 디렉토리를 프로그래밍할 필요 없이, 키이보드(keyboard) 전체 및 해당 컴퓨터 터
미널 스크린을 이용하여 해당 디렉토리내로 쉽게 들어가 편집할 수 있다. 더욱이, 무선전화기 제조공장에 
있어서는, 큰 비용상승 또는 복잡성의 문제를 겪지 않고서도 상기 프로그래밍 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선
택 여하에 따라서는, 제1무선전화기의 스피커를 제2전화기의 마이크에 연결함으로써, 제1무선전화기로부
터의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2무선전화기에 복사해 넣을 수 있다.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해당 디렉토리를 터미널내에 설치하는 단계와, 와이어
리스 커플링을 통해 상기 디렉토리를 터미널로부터 셀룰러 무선전화기로 이송하는 단계와, 해당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의 메모리내로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터미널는, 
많은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피커를 포함한 개인용 컴퓨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은, 휴대용 컴퓨터의 스피커와 셀룰러 무선전화기의 마이크 사이의 음향커플링으로 구
성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송단계에  앞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기지(旣知)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test  data 
pattern)을 터미널로부터 해당 무선전화기로 옮겨놓고, 셀룰러 무선전화기측에서의 정상적 데이터 패턴 
접수를 표시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로써,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 이송전에,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의 
작동가부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패턴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무선전화
기를 터미널쪽으로 가까이 가져가고/가져가거나 이송속도를 늦춤으로써, 상기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재발
송할 수 있다. 

전화번호 디렉토리는, 각각 하나의 전화번호와 상응하는 다수의 알파수 숫자(alpha-numeric  character) 
그룹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무선전화기의 경우, 상기 메모리는 백개 이상의 엔트리(entry)를 
갖는 디렉토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엔트리 다음 터미널에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편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필요시 해당 디렉토리를 변경 또는 정정하기 쉬워진다. 

셀룰러 무선전화기내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프로그래밍해 넣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가 디렉토
리의 엔트리를 접수하기 위한 입력수단과, 해당 디렉토리를, 무선전화기로 이송가능한 데이터 신호(data 
signal)로 변환하기 위한 처리수단과, 상기 데이터 신호를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무선전화기로 이
송하기 위한 와이어리스 커플링수단을 포함한다. 이로써, 향후의 이용을 위하여, 상기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의 메모리내에 프로그래밍해 넣어둘 수 있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또한, 기지의 테스트 패턴
을 포함한 데이터 신호를 해당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무선전화기로 이송하기 위한 테스트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이송하기에 앞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확인할 수 있
다.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또한, 사용자의 전화번호 편집을 위한 편집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써, 사용자는 디렉토리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덧붙여, 해당 디렉토리를 상기 컴퓨터 시스템내에 저장하
고, 뒤에 편집하여, 무선전화기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데 쓸 수 있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1메모리로부터 제2무선
전화기측 메모리로 복사해 옮길 수도 있다. 상기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가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
해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로부터 제2무선전화기로 이송되고, 해당 제2무선전화기측 제2메모리가 사용자 프
로그래머블 데이터로 프로그래밍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키이패드를 통해 데이터를 별도 입력할 
필요없이, 자신의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종전의 무선전화기로부터 새로운 무선전화기로 이송시킬 수 있다.

상기 이송단계는, 상기 제1무선전화기내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음향 데이터신호로 변환하고, 제1
무선전화기측 스피커를 통해 해당 음향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제2무선전화기측 스피커에서 그 음향신호를 
접수하며, 또한, 접수된 음향신호를 제2무선전화기내에서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로 재차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앞서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이송전에 기지의 테스트 데
이터 패턴을 이송시켜 봄으로써, 상기 외이어리스 커플링 작동상황을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무선전화기 및 관련 방법들로 인하여, 키이패드를 통해 길다란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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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대신, 해당 디렉토리는, 컴퓨터 터미널내로 입력, 편집 및 저장되며, 이
어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무선전화기로 이송된다. 상기 디렉토리 정보를 무선전화기측 마이
크로 연결함에 따라, 본 발명을 기존의 셀룰러 전화기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별도의 하드웨어(hardware)가 
전혀 불필요하다. 무선전화기측 모뎀(modem) 기능은, 기존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가능하다. 선
택 여하에 따라서는, 두 무선전화기의 스피커와 마이크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제1무선전화기로부터 제2무
선전화기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복사해 넣을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와이어리스 커플링 경로를 통해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로 이송하기 위한 터미널
을 나타내며, 

도 2는 상기 도 1에 따른 무선전화기의 계통도를 나타내며, 

도 3은 상기 도 1의 무선전화기로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이송하는 작동과정을 나타내며, 

도 4는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2무선전화기로 이송하기 위한 제1무선전화기를 나타내며, 

도 5는 상기 도 4상의 무선전화기간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이송하는 작동과정을 나타낸다. 

실시예

이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첨부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그러나, 
기타의 많은 형태로도 실시될 수 있는 바, 도시된 바의 실시예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보다는, 본 발명을 확실히 나타냄으로써 그 권리범위를 당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피커(15)같은 음향 출력변환기를 구비한 터미널(13)을 이용함으로써, 셀룰러 
무선전화기(11)측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용이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스피커(15)가 터미널(13)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나, 당업자라면, 해당 터미널(13)내에 스피커(15)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
할 것이다. 상기 터미널(13)은, 많은 수요자들이 현재 해당 개인용 컴퓨터 또는 그 접속장비를 갖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함이 바람직하다. 

전화번호 디렉토리의 일예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1  Anderson, James J.  Jim  JJA (919)867-5309

2  Anderson, William B.  Bill  WBA (704)865-7900

3  Cox, Jonathan A.  John  JAC (901)986-7530

4  Davidson, David M.  Dave  DMD (615)908-5367

·

·

·

·

·

·

·

·

·

·

·

·

·

·

·

100  Sherman, William T.  Billy  WTS (803)563-7098

도시된 바와 같이, 전화번호 디렉토리는 다수의 전화번호 및 관련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
붙여, 일련번호, 별명 또는 이니셜(initial) 등 기타의 확인정보도 상기 디렉토리내에 포함 가능하다. 따
라서, 무선전화기(11) 사용자는 관련 이름 또는 기타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바의 전화번호를 찾
을 수 있다. 

현재의 무선전화기가 그 메모리내에 100개 또는 그 이상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디렉
토리를 무선전화기내로 바로 집어넣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해당 디렉토리는, 그러나, 상기 터미널(13)
내로는 쉽게 입력되고, 필요시, 편집도 가능하다. 상기 터미널은, 디렉토리의 엔트리 및 편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키이보드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마우스(mouse), 조이스
틱(joystick) 또는 기타의 입력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입력 및 편집할 수도 있다. 상
기 터미널(13)의 스크린(17)은, 해당 디렉토리로부터 다수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상기 엔트리 및 편집을 용이하게 해준다. 터미널(13)은, 이어서, 상기 디렉토리를, 상기 스피커(15)를 통
해 출력될 음향 데이터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음향 데이터신호는, 와이어리스 커플링 경로(19)를 거쳐, 상기 무선전화기(11)측 마이크(21)같은 음
향 입력변화기로 전송된다. 무선전화기(11)내에서는, 모뎀이 상기 음향 데이터신호를 변환하는 한편, 프
로세서가, 상기 디렉토리를 구비한 메모리로 프로그래밍한다. 상기 무선전화기는 또한, 키이패드(23)와, 
디스플레이(25)와, 스피커(27)같은 음향 출력변환기와, 표시기(29)와, 안테나(31)를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셀룰러 전화기 사용자는 무선전화기(11)를  구매하여,  통상의 개인용 컴퓨터같은, 스피커
(15)를 포함한 터미널(13)상에 내부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가정에서 쉽게 프로그래밍해 넣을 수 있다. 바
람직하게는, 전화기 구매시, 무선전화기(11) 판매업자가 상기 터미널(13) 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티미널(13)의 디스크 드라이버(33)에 맞는 저렴한 가격의 자기 디
스크의 형태로 상기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도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터미널(13)로부터 무선전화기
(11)로의 전화번호 디렉토리 엔트리, 편집 및 이송을 용이하게 해준다. 상기 디렉토리는 또한, 터미널내
에 저장할 수 있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엔트리를 추가 또는 
삭제코자 할 경우에는, 상기 무선전화기내에 재프로그래밍해 넣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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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 경로(19)를 이용함으로써, 무선전화기(11)상에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서도, 상기 디렉토리를 이송할 수 있다. 즉, 모든 무선전화기가 마이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의 부품을 보태지 않고서도 음향 데이터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하드웨어를 재프로그래밍함
으로써 무선전화기(11)내에 상기 모뎀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무선전화기는, 심각한 제조
원가 또는 크기의 증가 없이도 그 제조가 가능하다. 더욱이, 암호, 인사말, 키이패드 잠금, 서비스 케리
어(carrier) 정보, 링 톤(ring tone), 디스플레이 랭귀지(language) 등등의 추가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
이터를 상기 방법으로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적외선 또는 광학 커플링을 통해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여, 해당 무선전화기는 적외선 접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터미널은 또한, 무선전화기 스피커로부터 터미널 마이크로의 음향경로를 통한, 상기 무선전화기로부
터 터미널로의 데이터 역전송을 가능케 하는 마이크와 같은 음향 입력변환기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무선전화기는 그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터미널로 다운로딩(downloading)할 수 있는 바, 해당 터미널
내에서, 상기 디렉토리를 편집하고, 이어서, 무선전화기내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터미널내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해당 무선전화기내에서 이를 편집 및 재프로
그래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영국 특허출원번호 제2,256,113A호에서는 셀룰러 전화기내 설정데이터( set-up data) 프로그래밍에 관해 
논했으나, 본 특허출원은 일반적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프로그래밍, 또는, 특별히 전화번호 디렉토
리의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상기 영국 특허출원 제 '113A호의 경우, 가입자 번호, 통신영역 및
/또는,  상기  이동전화기가  이용하게  될  시스템,  리테일러(retailer)  및/또는  설치자  코드(installer 
code), 설치일자, 이동전화기 사용에 필요한 기타 유사한 정보 등과 같은 기능 데이터(function data)의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상기 기능 데이터는, 전화망(telephone network)같은 링크를 통해 연
결된 중앙위치의 컴퓨터 터미널을 써서 로딩(loading)한다. 이처럼, 몇 개의 값비싼 프로그래밍장치를 필
요로 하며, 이 경우, 보다 특별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
기 영국 특허출원 제 '113A호는,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터미널내에 입력하여 해당 디렉토리를 무선전화기
로 이송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무선전화기내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쉽게 프로그래밍, 재프로그래밍 및 
편집함에 관해서는 어떤 교시나 암시도 주는 바 없다. 

상기 도 1상의 셀룰러 무선전화기(11)의 계통도를 도 2에 나타낸다. 도 1상의 외부적 특징외에도, 상기 
무선전화기(11)는 송접수기(34)와, 모뎀(35)과, 프로세서(36)와, 메모리(37)를 포함한다. 당업자라면 쉽
게 이해하겠거니와, 상기 송접수기(34)는, 라디오 주파수 신호를 셀룰러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
으로  발신하고,  또한,  안테나(31)를  통해  그로부터의  신호를  접수함으로써,  원격  전화통신을  가능케 
한다. 상기 송접수기(34)는 스피커(27) 및 마이크(21)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양방향 음성통신을 제공한다. 
종래의 무선전화기에 있어서와 같이, 상기 프로세서(36)는, 송접수기(34)의 작동을 제어하고, 상기 키이
패드(23)로부터의 데이터를 접수하며, 또한, 전형적으로 LCD 디스플레이인 상기 디스플레이(25)로 데이터
를 보낸다. 

모뎀(35)은, 본 발명의 프로그래밍 과정중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21)에 의해 입수된 음향 데이터를 접수
하고, 이들을, 상기 프로세서(36)가 판독가능한 전자 데이터신호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프로세서
(36)는, 이어서, 전화번호 디렉토리 또는 기타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37)상에 프로
그래밍한다. 테스트 데이터 패턴의 성공적 접수가 확인되면, 프로세서(36)는 상기 표시기(29)로 하여금 
이를 나타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스트 데이터 패턴이 확인되는 순간 상기 표시기(29)에 불이 들
어오게 해도 좋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상기 확인상황을 디스플레이(25)상에 시각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상기 스피커(27)를 통해 청각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다. 

도 1상의 터미널(13)을 써서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11)에 상기 디렉토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작동과
정을 도 3에 나타낸다.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상기 터미널(13)은, 상기 디스크 드라이브(33)를 이용하여 
적정 소프트웨어를 로딩함으로써, 해당 무선전화기(11)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형태로 된다. 상기 컴퓨
터는, 이어서, 무선전화기(11)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각 단계에 있어 사용자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블록(41)에 있어서, 사용자는 키이보드, 마우스 및 조이스틱 등의 입력수단을 통해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터미널(13)내에 입력한다. 상기 디렉토리는, 알파수 문자 그룹으로 표시된 다수의 전화번호 
및 관련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렉토리는 또한, 앞서 언급한 바의 기타 확인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디렉토리는 스크린(17)상에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한, 블록(43)의 경우, 오류 발생 또
는 변경 필요시에는 편집 또한 가능하다. 

또한, 상기 무선전화기(11)는, 스피커(15)에 비교적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그로부터의 음향정보가 접수 가
능하도록 한다. 상기 터미널(13)은, 블록(45)에 있어서, 기지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해당 무선전화기로 
보내 상기 와이어리스 음향커플링 경로(19)를 통한 스피커(15) 및 마이크(21)간 커플링상태를 입증한다. 
예를 들면, 테스트 모드를 설정함에 있어 해당 무선전화기(11)상의 기능키이(function key)를, 또한, 상
기 테스트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스크린(17)상의 메뉴 선택(menu choice)을 각각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테스트 데이터 패턴이 제대로 접수되고나면, 상기 무선전화기는, 블록(47 및 51)에 있어서, 표준 디스플
레이(25) 또는 별도 표시기(29)를 통해 시각적으로 상기 성공적 접수를 표시하거나, 또는, 스피커(27)를 
통해 청각적으로 나타낸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블록(47, 49 및 45)의 경우와 같이, 무선전화기(11)를 
상기 스피커(27)에 대해 재배치하고 테스트 데이터 패턴 발송을 반복할 수도 있으며, 또는, 보다 느린 전
송속도로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재차 보내는 것도 무방하다. 

나아가, 무선전화기가 해당 테스트 데이터의 성공적 접수를 나타내는 한의, 점진적으로 늦춰지는 세 개 
전송속도하에서 상기 테스트 데이터를 이송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런 다음,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이
송하기에 앞서, 사용자는 최고 수용가능 전송속도를 상기 터미널에 입력하는 것이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
는, 상기 터미널에 마이크가 포함된 경우라면, 상기 무선전화기는, 상기 음향커플링 경로를 통하여, 최대 
수용가능 전송속도하에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해당 무선전화기 스피커로부터 상기 터미널 마이크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어서, 블록(53)에 있어,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상기 무선전화기(11)로 이송하면 된다. 데이터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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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용 합계(checksum)를 상기 디렉토리와 함께 이송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
록(55)에 있어서는,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셀룰러 무선전화기내로 프로그래밍된다. 전화번호 디렉토
리는 또한, 상기 터미널(13)내 디스크상에도 저장 가능하다. 따라서, 후에 사용자가 해당 디렉토리내에 
엔트리를 추가, 삭제 또는 편집코자 할 경우, 종전의 디렉토리를 쉽게 검색, 편집하고, 또한, 상기 무선
전화기로 이송할 수 있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도 4에 나타낸 바의 또다른 무선전화기(11)로부터 해당 디렉토리를 복사함으로써 
무선전화기(11')상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무선전화기(11)에는, 키이
패드(23) 또는 도 1상의 터미널 등 기타 수단을 통해 미리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무
선전화기(11')로의 이송을 위하여,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는, 해당 메모리로부터 판독되고, 음향모뎀을 
통해 처리되고, 스피커(27)에 의해 상기 와이어리스 음향커플링 경로(19')를 거쳐 전송되며, 그리고, 상
기 무선전화기(11')상의 마이크(21')에 의해 접수된다. 무선전화기(11')는,  이어서, 도1∼3과 관련지어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즉, 한사람이 두 대의 전화기(예컨대, 한 대는 카폰(car 
phone), 다른 한 대는 휴대용 전화기인 경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는 일측 전화기로부터 또다른 전
화기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이송할 수 있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적외선 또는 광학적 커플링을 
통해 두 무선전화기간에 상기 디렉토리를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각각의 무선전화기는 적외
선 수발신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와이어리스 음향커플링 경로(19')를 통한 디렉토리 전송을 가능케 하는 무선전화기(11) 장치를 도 2
에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모뎀(35)은, 마이크(21) 및 프로세서(36)뿐 아니라, 스피커(17)와도 연
결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프로세서(36)는, 메모리(37)로부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읽어들여 상기 모뎀
(35)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모뎀(35)은, 스피커(27)에 의해 상기 와이어리스 음향커플링 경로
(19')를 통해 전송될 데이터신호를 생성한다. 

키이패드(23)상의 기능키이는, 상기 무선전화기(11)를 전화번호 디렉토리 전송모드로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키이패드(23')상의 또다른 키이로는 무선전화기(11')를 디렉토리 접수모드로 설정할 수 있
다. 덧붙여,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전송하기에 앞서, 기지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보내 스피커(27) 
및 마이크(21')간의 연결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와 같이, 상기 테스트 데이터 패턴이 제대
로 접수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25'), 시각적 표시기(29') 또는 스피커(27')를 이용할 수
도 있다. 정상적 접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스피커(27) 및 마이크(21')를 보다 가까이 하고, 상기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재차 발송해도 된다.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1무선전화기(11)로부터 제2무선전화기(11')로 복사하기 위한 작동과정은 도 5에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한 기능키이를 누름으로써, 각각의 무선전화기를 전송 또는 접수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 상기 복사과정은, 블록(61)과 같이, 상기 와이어리스 음향커플링 경로(19')를 통
해 기지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상기 제1무선전화기(11)로부터 제2무선전화기(11')로 이송하는 단계로부
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63)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데이터  패턴이  제대로 제2무선전화기
(11')에 접수되면, 해당 제2무선전화기(11')는, 블록(67)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25'), 스피커(27') 또
는 표시기(29')를 통해 그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블록(65)에 있어서, 해당 무선
전화기를 재배치한 다음,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재발송할 수도 있다. 

이어서, 블록(69)과 같이,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1무선전화기(11)로부터 제2무선전화기(11')로 이
송하면 된다. 특히,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다음, 상기 
와이어리스 음향커플링 경로(19')를 통해 상기 스피커(27)로부터 전송될 음향 데이터신호로 변환하는 상
기 모뎀으로 제공된다. 상기 음향 데이터신호는, 제2무선전화기(11')의 마이크(21')로 접수된다. 앞에서
와 같이, 상기 신호는, 블록(71)에 있어서, 제2무선전화기의 모뎀을 통해 처리되어 메모리내로 프로그래
밍된다. 따라서, 키이패드를 통한 제2무선전화기 프로그래밍 과정 없이도, 일측 무선전화기로부터의 전화
번호 디렉토리를 또다른 무선전화기로 복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하나의 무선전
화기로부터 다른 무선전화기로 복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나, 당업자면, 기타의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역시 본 발명에 따라 복사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도면 및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전형적 바람직한 실시예를 공개하고 특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일반적 서술을 위한 용도일 뿐, 어떤 한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바,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된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이상, 본 발명의 셀룰러 무선전화기 프로그래밍 방법 및 시스템은, 셀룰러 무선전화기의 프로그래머블 메
모리를 각종 유용한 정보 디렉토리로 용이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셀룰러 무선전화기 관
련산업에 있어서의 효용성이 지대한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터미널내로 입력하는 단계와,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상기 터미널로부터 셀룰러 무선전화기로 이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송된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의 메모리내로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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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단계가,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상기 터미널로부터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로 기지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
을 이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 이송에 앞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의 작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기지
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이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표시하는 단계 다음에 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단계가, 사용자측 확인을 위하여,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에서의 성공적 접수
를 청각적 및 시각적 표시방법중의 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단계가, 상기 입력된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상기 터미널에서 편집하는 단계 다
음에 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다수의 전화번호와, 각각 하나씩의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다
수의 알파수 문자그룹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이, 상기 터미널측 음향 출력변환기와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음향 입력변환기간의 음향 커플링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터미널이, 음향 출력변환기를 포함한 개인용 컴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내로 프로그래밍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에 의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의 엔트리를 접수하기 위한 입력수단과,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로 이송가능한 데이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처리수단
과,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그 내부의 메모리내로 해당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프로그래밍될 수 있는 상
기 셀룰러 무선전화기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포함한 데이터신호를 이송하기 위한 와이어리스 커플
링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내로 프로그래밍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기지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로 이송하기 위한 테스트수단을 추
가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내로 프로그래밍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 편집을 수용하기 위한 편집수단을 추가로 포함하
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내로 프로그래밍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다수의 전화번호와, 각각 하나씩의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다
수의 알파수 문자그룹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내
로 프로그래밍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 수단이, 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음향 입력변환기에 의해 접수가능
한 음향 데이터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음향 출력변환기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셀룰러 무선전화기내로 프로그래밍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로부터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무선으로 이송하는 
단계와,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에서 상기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무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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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는 단계와, 

상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2메모리를 상기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로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포
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1메모리로부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
2메모리로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송단계가,

상기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내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음향 데이터신호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음향 출력변환기로부터 상기 음향 데이터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1메모리로부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2메모리
로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접수단계가, 

상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의 음향 입력변환기에서 상기 음향 데이터신호를 접수하는 단계와, 

상기 접수된 음향 데이터신호를 상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내에서 상기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로 재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1메모리로부터 제2셀룰
러 무선전화기측 제2메모리로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이송단계가,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을 통해 상기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로부터 상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로 기지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을 무선으로 이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 이송에 앞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의 작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기지
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이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표시하는 단계 다음에 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1메모리로부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2메모리로 사용
자 프로그래머블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단계가, 사용자측 확인을 위하여,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에서의 성공적 접수
를 청각적 및 시각적 표시방법중의 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1메모리로부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2메모리로 사용자 프로그래머블 데이
터를 복사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머블  데이터가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1메모리로부터 제2셀룰러 무선전화기측 제2메모리로 사용자 프로그래머
블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 

청구항 19 

입력 음향 전기신호에 대응하여 음향 에너지를 생성하는 음향 출력변환기와, 

상기 입력 음향 전기신호를 접수하며, 상기 라디오 주파수 채널을 통해 출력 음향 전기신호를 발신하는 
수발신기와, 

저장된 전화번호 디렉토리와,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접수하기 위한 와이어리스 커플링 수단과,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상기 메모리내에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프로세서 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 수단이,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를 포함한 음향 데이터신호를 
접수하는 음향 입력변환기에 연결된 음향 모뎀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와이어리스 커플링의 작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지의 테스트 데이터 패턴이 
상기 셀룰러 무선전화기에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표시하는 표시수단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수단이 청각적 및 시각적 표시기중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셀룰러 무선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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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번호 디렉토리가, 다수의 전화번호와, 각각 하나씩의 전화번호에 상응하는 다
수의 알파수 문자그룹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셀룰러 무선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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