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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형 무선전화기에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장치와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휴대형 무선전화기와 오디오 기기의 융합설계 기술에 관한 것으로 통신기기와 오디오 기기를 
별도로 소지하고 운용하는 것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시키며, 유선 또는 무선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재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발명 장치는 휴대형 
무선전화기의 기능에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하였
으므로, 두 기능 중 한가지 기능을 선택하거나 또는 무선 전화 기능을 기본으로하고 디지털 오디오 데이
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본 발명 장치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는, 휴대형 무선전화기 장치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용 메모리
와 이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주는 디코더(Decode
r)와 무선전화 송수신 제어 및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과 재생을 조작하는 사용자 제어장치 및 키이 패드
(Key pad)와 오디오 제어 및 표시장치로 구성된다.

본 발명 장치는 휴대형 무선전화 송수신을 기본 기능으로 사용하는 한편, 본 발명장치를 인터넷 망과 접
속이 가능한 PC에 연결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유무선 공중통신
망에 연결된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 센터로부터 원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유무선 공중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본 발명 장치내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사용자가 필요시 디코더를 이용하여 원래의 신
호로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음악, 교육용 오디오 프로그램, 낭
독물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것이며 디코더에 의하여 변환 이전의 오디오 신호로 바뀌게 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휴대형 무선전화기능과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 및 재생기능 장치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형 무선전화기와 오디오 기기의 융합설계 기술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 통신기기와 오디
오 기기의 동시 휴대가 필요할 때에는, 휴대형 무선전화기와 카세트 녹음/재생기 또는 CD 재생기 또는 
MP3 Player와 같은 오디오 기기를 동시에 소지하고 운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기존의 휴대형 무선전화기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과 음성 신호처리 기능, 키이 패드에 의한 제어기능 등으
로 구성되고 동작된다.    기존의 휴대용 오디오 기기는 재생장치를 기본으로 하고 데이터 저장이나 녹음 
장치가 부가되어 구성된다.    종래에는 이러한 휴대형 무선전화기와 휴대용 오디오 기기의 두 가지 기능
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치가 없었다.

여기서, 휴대형 무선전화기란, 공중 통신을 위하여 기지국과 무선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여러 가지 형태의 휴대형 통신단말기로서 셀룰러폰, PCS폰, IMT-2000단말기, GSM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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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핸드폰, 이동전화기를 포함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휴대형 무선전화기와 오디오 기기의 융합을 통하여 통신기기와 오디오 기기의 분리에 따른 사
용자의 불편을 해소시킨다.

본 발명은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한 것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재생하는 방식을 휴대
형 무선전화기 기능에 추가시킨 것이다.

또한, 본 발명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PC를 통하여 수신하는 방
법을 사용하거나, 본 발명장치를 이용하여 무선 또는 유선 공중 전화 망을 이용해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본 발명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제공 센터에서 송신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휴대형 무선전화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며,  필요시  이것을  재생하여  원래의  오디오  신호를  청취함으로써,  요구에  의한  오디오  서비스 
(Audio On Demand) 또는 요구에 의한 음악 서비스(Music On Demand) 기능을 갖도록 하여 휴대가 간편하고 
정지상태에서는 물론이고 이동중에도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획득 및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복합 단말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본 발명 장치는 휴대형 무선전화기로서의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사용하면서, 원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 장치는 휴대형 무선전화기에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무선 
전화 기능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와 오디오 디코더, 오디오 제어 및 표시장치, 오디오 출력 
장치를 휴대형 무선 전화기에 추가한 것이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는 휴대 전화기에 
고정시키거나 착탈식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한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로  본  발명  장치를  인터넷  망과  접속이  가능한 
PC(13)에 연결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둘째로 유선 및 무선 공
중통신망에 연결된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 센터로부터 원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유무선 공중통신망
을 통해 수신한다.

수신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본 발명 장치내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사용자가 필요시에 사용자 
키이 패드를 조작하여 오디오 디코더(Decoder)에서 원래의 신호로 재생하여 오디오 신호를 들을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실시의 예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수신 및 저장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발명장치에는 유
선 공중통신망(12)에 접속하여 사용자 키이패드(17)의 조작에 의하여 유선 공중통신망에서 모뎀블럭(16)
으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신호가 입력된 후, 프로세서 블록(15)의 처리에 의하여 데이터가 오디오 메모
리(19)에 저장된다.

둘째 방법으로 본 발명장치에는 유선 공중전화망 또는 인터넷 망에 연결된 PC(13)를 매개체로 하여 사용
자 키이패드(17)의 조작과 함께 PC 명령에 의하여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신호가 모뎀블럭(16)으로 입력된 
후, 프로세서 블럭(15)의 처리에 의하여 데이터가 오디오 메모리(19)에 저장된다.

셋째로 휴대형 무선전화기가 연결된 기지국을 통하여 이 기지국과 유무선망을 통하여 연결된 오디오 데이
터 제공 센터에게, 사용자 키이패드(17)를 조작하여,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신하
거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제공 센터에서 송신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오디오 데이터 메모
리(19)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넷째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가 저장된 착탈식 메모리를 본 발명 장치내의 메모리 접속점에 연결한다.

이와 같이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시 키이 패드(17) 조작에 의해 오디오 제어장치(21)와 오디오 디코더(2
0)를 동작시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여 오디오 출력장치(18)로 원래의 오디오 신호를 청취함으로
써, 요구에 의한 오디오 서비스 (Audio On Demand) 또는 요구에 의한 음악 서비스(Music On Demand) 기능
을 갖도록 한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과 재생부(300)는 다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용 메모리(19)와, 이 메
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주는 디코더(Decoder)(20)와, 
오디오 저장 및 재생 동작중 무선전화 송수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무선전화로 절환 할 수 있는 기능을 포
함한 송수신 제어와 함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과 재생을 제어하고 상태를 외부로 표시해 주는 오
디오 제어 및 표시장치(21)로 구성된다.    프로세서 블록(15)과 사용자 제어장치 및 키이 패드(17), 오
디오 출력장치(18)는 휴대형 무선전화 장치부와 공통으로 사용된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저장용 메
모리(19)의 실시 예로는 플래시(Flash) 메모리가 있고 구성은 고정 메모리 또는 착탈식 메모리 또는 고정
과 착탈식 복합 메모리 형태가 가능하며, 이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오디
오 신호로 바꾸어 주는 디코더(Decoder)(20)의 실시 예는 MP3(MPEG-1  Layer  3)디코더 혹은 AAC(MPEG-2 
Advanced Audio Coding)디코더 혹은 MP3과 AAC 모두를 디코딩 할수 있는 디코더가 있다.    오디오 제어 
및 표시장치(21)의 실시 예는 LCD(액정 표시판)에 키이 패드로 조작되는 현 상태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의 선택 메뉴를 디스플레이(Display)하는 것이며 선택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가 오디오 디코더를 거쳐 
오디오 출력장치(18)로 출력되게 한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음악, 외국어 회화를 포함한 교육용 오디오 프로그램, 낭독물 등을 디지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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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변환한 것이며 디코더에 의하여 변환 이전의 오디오 신호로 바뀌게 된다.

    발명의 효과

휴대형 무선전화기와 오디오를 저장 및 재생하는 기능을 통합시킴으로써 통신기기와 오디오 기기의 분리
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본 발명 장치를 인터넷 망과 접속이 가능한 PC에 연결하여 인터넷상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거
나, 유무선 공중 통신망에 연결된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 센터로부터 원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유무
선 공중 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본 발명 장치내의 메모리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사용자가 필요시 원래의 
오디오 신호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데이터 획득과 저장, 재생이 편리하다.

통신기기와 오디오 기기를 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오디오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용 할 수 있도
록 하는, 요구에 의한 오디오 서비스(Audio On Demand) 또는 요구에 의한 음악 서비스(Music On Demand)
를 무선 공중 통신망 가입자에게 가능하게 하여 간편성과 서비스 확장기능을 높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여 이 데이터를 재생할 목적으로 휴대형 무선전화기내에 첫째로 MP3(MPEG-
1 Layer 3) 혹은 AAC(MPEG-2 Advanced Audio Coding) 인코더로 압축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고정 혹은 착탈식 메모리(19)와, 둘째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읽어내어 압
축 이전의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주는 MP-3 혹은 AAC 디코더(20)가 추가된 휴대형 무선전화기 및 오디오 
플레이어의 복합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서 기술된 메모리(19)와 디코더(20)에 부가하여, 인터넷상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PC 접속장치와, 무선 또는 유선 공중 전화(또는 데이터)망을 이용해 디지털 오디오 데
이터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공중망 접속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서 기술된 PC 접속장치를, 인터넷 망과 접속이 가능한 PC에 연결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며, 이 데이터를 제 1 항에서 구성한 메모리에 저장하고, 제 1 항에서 구
성한 디코더를 이용하여 저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압축 이전의 오디오 신호를 제 1 항에서 구
성한 복합 장치에서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서 기술된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 또는 유선 공중 전화(또는 데이터) 망을 통하여, 디지털 오디
오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또는 송신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제 1 항에서 구성한 메모리에 저
장하거나, 제 1 항에서 구성한 디코더를 이용하여 저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압축 이전의 오디
오 신호를 제 1 항에서 구성한 복합 장치에서 재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서의 복합 장치는 휴대형 무선전화기능을 하는 안테나 및 RF블럭(Block)(14)과, 모뎀 및 채널 
코덱 블럭(16)과, 신호 처리 및 제어 기능의 프로세서 블럭(15)과 함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한 고정 또는 착탈식 메모리(19)와, 메모리 내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읽어내어 압축 이전의 오
디오 신호 재생하는 디코더(Decoder)(20)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
하는 PC 접속장치와, 무선 또는 유선 공중 전화(또는 데이터)망을 이용해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
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공중망 접속장치와, 사용자가 전화송수신이나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의 저장과 재생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제어 장치 및 키이 패드(17)와, 키이 패드 명령에 의한 전화 송수신 및 오
디오의 제어기능을 하고 명령 상태를 표시해 주는 오디오 제어 및 표시 장치(21)와 무선 전화의 송수신 
오디오 신호와 디코더의 출력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오디오 출력장치(18)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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