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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호출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무선호출 시스템 구성도.

제2도는 종래의 무선호출 시스템에서 자동 다이알 흐름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무선호출 시스템 구성도.

제4도는 제1도중 롬의 메모리 맵 구성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무선호출 시스템레서 자동 다이알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입력부                        20 : 제어부

30 : LCD                           40 : 롬

50 : 리드키                        60 : 지역키

70 : 다이알키                      80 : 편집키

90 : 스피커                        100 : 부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동 다이알 기능을 갖는 무선호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지연 번호를 고려하여 자
동 다이알링 할 수 있는 무선호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무선  호출기(paging  receiver)에서는  무선호출에  따라  경보음이  발생되며,  이때 경
보음과  함께  호출측의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된다.  이때  상기  무선  호출기로  수신되는  데이타  형태는 
특정  코드형태를  갖는데,  여기서는  POCSAG코드(Post  office  Code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Code)라고  가정한다.  이때  상기  POCSAG  코드는  1배치(batch)가  8프레임드로  이루어지며,  각 프레임
은  두선호출기의  고유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코드워드(address  code  word)와  호출측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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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가 실리는 메세지코드워드(message code word)로 이루어진다.

제1도는  종래의  무선호출시스템의  구성도로서,  제어부(120)는  자기  프레임  주기에서  입력부(110)를 
구동시키며,  입력부(110)는  수신되는  RF신호를  복조한  후  파형  정형하여  제어부(120)로  인가한다. 
이때  상기제어부(120)는  원칩  마이크로  프로세서(One  Chip  Microprocessor  Unit)로서,  내부에 프로
그램  롬과,  수신되는  데이타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램(121)과,  저장  데이타를  DTMF신호로  발생하기 
위한  DTMF발생기(Dual  Tone  Muiti-frequency  Generator)(122)  등을  내장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기
능을  갖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일본국의  히다찌(HITACHI)사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HD4OL48148시리즈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입력부(110)로부터  데이타가  수신되면,  제어부(120)는  수신되는  어드레스  코드워드를 메모리
(140)의  저장  어드레스  코드와  비교하여  자기  데이타인  검사하고,  자기  데이타  일시에는  메세지 코
드워드의  전환번호를  램(121)에  저장한다.  상기와  같이  램(121)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
서  사용자가  전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는  리드키(150)를  누른다.  그러면  상기 제어
부(120)는  (202)단계에서  상기  리드키의  발생을  인지하고,  (204)(206)(208)단계를  통해  상기 리드키
(150)의  발생횟수를  계수한  후  발생  횟수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램(121)에서  리드하여  LCD(Liquid 
Crystal  Display)(130)에  표시한다.  이후  사용자가  상기  LCD(130)상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다이알
키(160)를  누르면,  제어부(120)는  (210)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212)단계에서  상기  LCD(130)에 표
시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DTMF발생기(122)를  통해  DTMF신호로  변환하며,  스피커(170)는  이를 DTMF음
으로  발생한다.  이때  상기  무선호출기의  스피커(170)는  전자식  교환기의  송화부측에  밀착되어 있어
야  하며,  상기  스피커(170)를  통해  출력하는  DTMF음은  전화기의  송화부를  통해  교환기  측으로 인가
되므로 사용자는 다이알링 동작 없이 무선호출기를 이용하여 다이알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자동  다이알  방법에서는  호출측의  지역변호  또는  사용자의  현  위치  지역 
등의  지역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지역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수신된 전화
번호로  자동다이알링을  수행하면  원하지  않는  가입자로  전화가  걸려지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자동 
다이알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화기의  키보드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신된  전화번호에  호출자이  내선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편집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다
이알링  수행시  불필요한  DTMT신호를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이알링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원이  오프되면  기억된  전화번호들이  모두  지워지게 되므
로 모든 전화번호들은 재입력시켜야만 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호출기에서  자동  다이알링  기능  수행시  지역적인  면을  고려하여  수신 
전화번호에 피호출측의 지역 번호를 추가하여 DTMF신호를 발생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호출기에서  자동  다이알링시  불필요한  전화번호를  편집하여  제거한  후 
DTMF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무선호출기에서  수신  전화번호를  롬에  기록하여  전원  오프시에도  수신 전
화번호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무선호출  시스템  구성도로서,  RF신호를  복조  및  파형  정형하여  디지탈  신호로 변
환하는  입력부(10)와,  수신되는  전화  번호를  저장하는  램(21)  및  송출  전화번호를  DTMF신호로 변환
하는  DTMF발생기(22)를  구비하며,  무선호출기의  전반적빈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20)와,  상기 제어
부(20)에  의해  수신  전화  번호를  표시하는  LCD(30)와,  제1영역에  자기  고유의  제1  및  제2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제2영역에  수신되는  전화  번호를  저장하며,  제3영역에  지역  번호들을  저장하고  있는 롬
(EEPROM)(40)과,  상기  메모리(40)의  제2영역에  저장하고  있는  전화  번호를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
도록  상기  제어부(20)로  키  명령을  발생하는  리드키(50)와,  상기  메모리(40)의  제3영역에  저장하고 
있는  지역  번호를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기  제어부(20)로  키  명령을  발생하는 지역키(60)
와,  상기  DTMF  발생기(22)를  구동하여  선택된  지역  번호  및  전화번호를  DTMF신호로  발생할  수 있도
록  상기  제어부(20)로  키  명령을  발생하는  다이알키(70)와,  상기  지역  번호  및  전화  번호이외에 다
이알링에  불필요한  내선  번호를  제거할  수  있도록  상기  제어부(20)로  키  명령을  발생하는 편집키
(80)와,  상기  제어부(20)의  DTMF발생기(22)에서  출력되는  DTMF신호를  DTMF음으로  발생하는 스피커
(90)와,  상기  제어부(20)에서  출력하는  경보신호(alertsignal)를  경보음으로  발생하는  부저(100)로 
구성된다.

제4도는  EEPROM인  상기  메모리(40)의  메모리  맵  구성도로서,  (4A)의  제1영역은  자신의  제1  및 제2어
드레스가  기록되는  영역이고,  (Al,A3:18비트  어드레스  데이타,  A2,A4:3비트  프레임  데이타),  (4B)의 
제2영역은  상기  램(21)에  저장되는  상대방의  전화  번호를  백업하기  위해  저장하는  영역으로서 12디
지트의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고, (4C)의 제3영역은 지역 번호(area code)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따른  무번호출기의  자동  다이알링  흐름도로서,  리드키  발생  유무를  검사하며, 리
드키발생시  눌림  횟수에  대응되는  메모리의  전화  번호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 수행
후  지역키발생  유무를  검사하며,  지역키  발생시  눌림  횟수에  대응되는  메모리의  지역  번호를 선택하
여  상기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  수행후  편집키  발생  유무를  검사하며,  편집키 
발생시  표시중인  전화번호중에서  다이알링에  불필요한  번호를  삭제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  수행후 
다이알키  발생  유무를  검사하며,  다이알링키  발생시  상기  표시중인  지역  번호  및  전화  번호를 순차
적으로 DTMF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술한 구성에 의거 본 발명을 제3도, 제4도 및 제5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입력부(10)로  수신되는  RF신호는  POCSAG코드  형태로서,  제어부(20)는  자기  프레임  주기에서 상
기  RF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상기  입력(10)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입력부(10)는  상기 LCD신호
를  복조한  후  파형을  정형하여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데,  이때  수신되는  1프레임  데이타는 어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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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코드워드와  메세지  코드워드로  구성된다.  상기  입력부(10)의  출력을  수신하는  제어부(20)는 메모
리(40)의  제1영역(4A)에  기록된  자기  고유  어드레스(CAP  CODE)와  수신된  어드레스  코드워드를 비교
하여  동일하면,  메세지로드워드를  수신된  상대(호출)측의  전화  번호로  램(21)의  소정  영역에 저장하
는  동시에  LCD(30)로  이를  표시하며,  부저(100)를  구동하여  사용자에게  메세지가  수신되었음을 알린
다.  또한  전원  오프(power  down)시에도  수신된  메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어부(20)내의  램(21)에 
저장된  메세지로  메모리(40)의  제2영역(4B)에  지정된  어드레스  위치에  저장한다.  이러한 무선호출기
는 다수의 메모리를 가지며(ex:240디지트 또는 360디지트 메모리), 정상 동작 모드(normal 
operation mode)에서는 상기와 같은 동작을 반복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메모리(40)의  메모리  맵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상기  메모리(40)은  상용화된 
eeprom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4096비트(256워드×16비트)의  EEPROM을  예로하여  설명한다.  먼저 제
1영역(4A)의  최초  32비트  영역에는(Al)과  같은  18비트의  제1어드레스  데이타와  (A2)와  같은  3비트 
영역에는  상기  제1어드레스의  프레임  데이타가  기록되고,  두번째의  32비트  영역에는  (A3)와  같은 18
비트의  제2어드레스  데이타와  (A4)와  같은  3비트의  프레임  데이타가  기록된다.  이때  상기  (Al)  및 
(A3)  영역에  기록되는  어드레스는  자기  자신의  고유  어드레스로서,  만일  CAP  코드가 ″0014588″이
라고  가정하면,  무선호출  시스템에서는  이  CAP  코드를  8로  나누어  ″몫″은  어드레스로  사용하고 ″
나머지″는  프레임용으로  사용한다.  (0014588÷8=1823.5).  상기에서  ″몫″인  ″1823″은  어드레스 
데이타로  사용하며,  나머지  ″0.5″는  다시  ″8″을  곱하여  프레임용으로  사용한다(0.5×8=4). 따라
서  상기  CAP코드  ″0014588″을  제1어드레스로  사용하는경우,  (Al)영역에는  자신의  제1어드레스 데
이타로서  18비트의  ″1823″이  기록되고  (A2)  영역에는  상기  제1어드레스가  실리는  프레임 데이타로
서  ″4″가  기록된다.  이때  통상적으로  상기  제1어드레스는  자기  자신의  단독  어드레스로  사용하며, 
상기  제2어드레스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그릅  어드레스(group  address)로  사용한다.  두번째로 (4B)
영역에는  수신되는  전화번호가  기록되는데,  메세지로서  수신되는  전화  번호를  램(21)에  저장하는 동
시에,  전원  오프시에도  수신된  전화  번호를  보호할  수  있도록  램(21)에  대응되는  상기  메모리(40)의 
제2영역에  순차적으로  기록된다.  이때  상기  메모리(40)의  제2영역에  할당되는  1개의  전화번호 영역
은  12디지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48비트가  할당된다.  세번째로  (4C)  영역에는  다수개의  지역 번호
(area  code)가  기록되는데,  이는  자동  다이알링  수행시  호출측의  지역번호를  선택하기  위한 영역으
로  지역번호의  디지트  수가  지역  마다  상이  하므로  최소한  4디비트  이상의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할당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수신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다이알링(Auto-dealing)하는 
경우,  먼저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드키(50)를  누른다.  그러면  제어부(20)는  상기 리드키
(20)의  눌림횟수를  계수하여  램(21)에  저장된  전화  번호를  리드하여  LCD(30)를  통해  표시한다.  이때 
상기  사용자는  상기  리드키(50)을  누르는  도중에  원하는  전화번호가  LCD(30)에  표시되는  것이 확인
되면  다이알키(70)를  누른다.  이때  상기  제어부(20)는  DTMF발생기(22)를  제어하여  상기  지정된 램
(21)의  전화번호를  DTMF신호로  변환한  후  스피키(90)으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시피커(90)를  통해 
출력되는  DTMF번호를  전화기의  송화부측으로  인가하면,  상기  전화기의  송화부를  통하는  DTMF신호가 
교환기  측으로  인가된다.  그러면  상기  교환기는  수신되는  DTMF신호를  디코딩하여  전화번호  데이타로 
변환한 후 해당하는 전화 가입자와 통화로를 형성시키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전화하고자  하는  전화  번호의  지역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리
드키(50)를  이용하여  LCD(30)상에  원하는  전화  번호를  선택한  후,  지역키(60)를  누른다.  그러면 제
어부(20)는  상기  지역키(60)의  눌림  횟수에  대응되는  지역  번호를  상기  메모리(40)의 제3영역(4c)에
서  선택하여  LCD(30)상에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한다.  이후  상기  다이알키(70)를  누르면  원하는  전화 
번호가  해당  지역  번호와  함께  순차적으로  DTMF신호로  출력된다.  그리고  상기  전화  번호에 다이알링
에  필요치  않은  내선번호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편집키(edit  key)(80)를  이용하여  해당  전화  번호를 
제거한다.  즉,  상기  편집키  (80)를  짧게  누르면  LCD(30)상의  커서(cusor)가  이동되는데,  제거해야 
할  디지트  위치에서  커서를  정지시킨후  편집키(80)를  길게  누르면  해당  디지트가  제거된다.  이때의 
편집키 (80)는 수초이상 눌려져야 한다.

여기서 상기와 같은 자동 다이알링이 수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상기  제어부(20)는  키  입력이  감지되지  않으면,  입력부(10)를  통해  데이타의  수신  유무를  검사하며, 
데이타의  수신이  감지되면  자기  프레임  데이타를  억세스한  후,  어드레스  코드워드의  내용이  상기 메
모리(40)의  (4A)영역에  저장하고  있는  제1  또는  제2어드레스와  동일한가  검사한다.  이때  수신된 프
레임  데이타의  어드레스  코드워드와  저장하고  있는  어드레스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신되는  메세지 코
드워드의  내용을  램(21)  및  메모리(40)의  제2영역(4B)  중  해당  어드레스  위치에  순차적으로 기록한
다.

상기와  같은  정상  동작  상태에서  키  입력이  감지되면,  제어부(20)는  수신되는  키의  기능을  분석하여 
해당 기능을 처리한다.

첫번째로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편집하지  않고  다이알링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리드
키(50)로  다이알링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한  후  디이알키(70)를  누르면  된다.  먼저 사용자로부
터  리드키(50)가  눌렸는지,  상기  제어부(20)는  (502)  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504)  단계에서 램
(21)에  저장하고  있는  전화  번호가  있는가  검사하며,  있을시에는  (506)  단계를  통해  저장하고  있는 
전화  번호중에서  최종  수신하여  저장된  전화번호를  리드하여  LCD(30)를  통해  표시한다.  이때 사용자
는  상기와  갇이  최종  저자왼  메세지의  표시를  확인하고  원하는  전화  번호를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리드키(50)를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상기  제어부(20)는  (506)  단계에서  리드키(50)의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508)  단계에서  계수된  횟수에  대응되는  램(21)의  전화  번호를  LCD(30)에  표시한다. 따라
서  상기  LCD(30)로는  리드키(50)가  눌려질시  마다  이에  대응되는  전화  번호가  램(21)에서  리드되어 
표시된다.  상기와  같이  제어부(20)는  상기  리드키(50)의  눌려진  횟수를  계수하여  계수된  횟수에 대
응되는  램(21)의  해당하는  위치의  전화번호를  지정하고  이를  LCD(30)  상에  표시한다.  따라서 다이알
링하고자 하는 전화 번호가 리드키(50)의 눌려진 회수에 따라 지정됨을 알 수 있다.

9-3

특1994-0001431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다이알키(70)가  눌려지면  상기  제어부(20)는  (520)  단계에서  이를  인지한다. 
상기  다이알키(70)의  수신을  감지하면  상기  제어부(20)는  (522)  단계에서  현재  지정된  램(21)사의 
전화  번호를  리드한  후  DTMF발생기(22)를  제어하여  리드한  상기  전화번호를  DTMF신호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한  상기  DTMF신호를  스피커(90)로  인가하여  가청음으로  출력시킨다.  이때  상기 스피커
(90)을  전화기의  송화부에  근접시키면  상기  DTMF신호가  교환기  측에  인가되므로  자동으로 다이알링
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서  상기  리드키(60)의  입력없이  바로  상기  다이알키를  누르게  되면  상기  제어부(20)는 (520)단
계를  수행하게  되어  전화번호의  선택  과정없이  현재  지정된  위치에  저장되어있는  램(21)의 전화번호
를 리드하여 DTMF신호로 변환 출력하게 된다.

두번째로  수신된  전화번호를  편집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상기  전화번호를  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수신된  전화번호에  지역번호(AREA  CODE)를  삽입하거나  수신된  전화번호에  포함된  내선번호를 삭제하
는 경우이다.

먼저  수신된  전화번호에  지역번호를  삽입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상기  LCD(30)상에  표시되는  전화 번
호가  자동  다이알링  하고자  하는  저화  번호이면,  사용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전화 번호
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상기  지역적  특성은  현재  무선호출시  사용자의  지역적  위치와 
호출측의  지역적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역키(60)를  누루면  (510)  단계에서 
제어부(20)는  이를  인지하고,  (512)  단계에서  지역키  (60)의  눌림수를  계수한  후,  (514)  단계에서 
상기  지역키(60)의  눌림  횟수에  대응되는  메모리(40)의  제3영역(4c)의  해당  지역  번호를  리드하여 
현재  상기  LCD(30)상에  표시되는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기  리드키(50)를  이용하여 
LCD(30)  상에  원하는  전화  번호를  선택하여  놓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시  지역키  (60)를 이용
하여  메모리  (40)의  제3영역(4c)에서  해당  지역  번호를  선택하여  상기  LCD(30)상에  전화  번호와 함
께  표시한다.  이때  상기  LCD(30)에는  지역  번호  표시영역과  전화  번호영역이  별도로  할당되어 있으
므로, 표시되는 위치는 지역번호+전화번호가 된다.

그리고  상기  전화  번호에  다이알링시  불필요한  내선번호  등이  표시된  경우데는  이러한  내선번호들을 
제거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다이알링에  불필요한  데이타는  편집키(80)를  이용하게  되든데,  이 경우
에는  편집키(50)를  소정시간  이내로  짧게  누르며  LCD(30)상의  커서를  이동시키고,  현재  LCD(30)에 
표시되고  있는  불필요한  데이타에  커서가  위치할시  편집키  (80)를  소정시간을  초과하도록  누르면 된
다.  따라서  제어부(20)는  (514)단계에서  편집키  (80)  입력을  소정시간  이상으로  감지하게  되면, 
(518)단계에서  현재  커서가  위치된  데이타를  LCD(30)상에서  삭제한다.  상기와  같이  원하는  전화번호 
및  지역번호와  이들중에  포함된  불필요한  데이타를  제거한  후,  자동  다이알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이알키(70)를 누른다.

상기와  같이  수신된  전화번호를  수정한  상태에서  다이알키(70)가  수신되면,  제어부(20)는 (520)단계
에서  이를  인지하고,  (522)단계에서  DTMF  발생기(22)로  구동하여  현재  LCD(30)에  표시되고  있는 전
화번호를  DTMF  신호로  변환하며,  상기  DTMF  발생기(22)를  출력하는  DTMF  신호는  스피커(90)를  통해 
DTMF음으로 변환된 후, 전화기의 송화부를 통해 교환기 측으로 인가된다.

상기  과정을  살펴보면,  무선호출기에서  자동  다이알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드키(50)를 이용
하여  다이알링  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이후  지역키(60)  또는  편집키  (80)를  이용하여 지
역번호  추가  및  다이알링시  불필요한  데이타들을  제거한다.  이때  지역키(60)  및  편집키(80)의 입력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  상기  같이하여  원하는  전화번호를  결정하게  되면,  다이알키(70)를  통해 
전화번호를  DTMF  신호로  변환하여  자동으로  하는  기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메모
리(40)의 제2영역(4B) 및 제3영역(4C)이 하기 (표1)와 같다고 가정한다.

[표 1]

이때  사용자가  0331(지역번호)+745(전화국번호)+0084(전화번호)+32(내선번호)를  선택하여  자동 다이
알링 하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때  상기  (표1)와  같이  메모리(40)의  제2영역(4B)에는  전화번호가  수신되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
고,  제3영역(4C)에는  지역번호가  세트되어  있는  상태로  가정한다.  먼저  사용자는  리드키(50)를  눌러 
램(21)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이때  상기  램(21)에는  상기  롬(4)의  제2영역(4B)에 
저장하고  있는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번호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제어부(20)는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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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50)의  발생  횟수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LCD(30)에  표시하게  되는데,  ″4″번 위치에
서는  LCD(30)상에  745-008432가  표시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다이알링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역키(60) 
또는  편집키(80)로  눌러  원하는  전화번호로  편집한다.  이때  지역키(60)를  누르게  되면  제어부(20)는 
메모리(40)의  제3영역(4c)의  대응되는  번호를  LCD(30)상에서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한다.  따라서 
LCD(30)상에는  ″0331  745-008432″가  표시된다.  그리고  ″32″에  다리알링시  불필요한 데이타이므
로,  편집키(80)를  이용하여  ″32″를  제거한다.  이때  편집키(70)는  2가지  형태로  운용되는  소정 시
간이상  눌러지면  삭제  기능으로  이용되고,  소정  시간이내로  눌러지면  커서이동키로  이용된다. 따라
서  편집키(70)를  이용하여  커서를  이동시켜  가며  ″32″를  삭제하면  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수행
하면,  ″0331  745-0084″로  표시된다.  이때  사용자가  다이알키(70)를  누르면  DTMF발생기(22)가 구동
되어 상기 LCD(30)상에 표시되는 전화번호가 DTMF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무선호출기에서  수신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확인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알
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이알링을  수행하는  동시에 전화번
호에  포함된  불필요한  데이타를  삭제하여  다이알링  함으로서  다이알링시  발생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원오프시에도  저장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어  무선호출기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영역에  자기  고유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제2영역에  수신전화  번호를  저장하며,  제3영역에 지역번
호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여  수신되는  RF  신호를  분석하여  상기  자기  어드레스와  동일할시 수
신되는  전화번호를  상기  메모리의  제2영역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며,  제  1키-제4키  신호에  의해 저장
중인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DTMF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제1키  발생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계수된  횟수에  대응되는  위치의  상기 제2영역
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전화번호  표시과정에서  상기  제2키  발생시  눌림 횟수
를  계수하여  상기  계수값에  대응되는  위치의  상기  제3영역에  저장된  지역번호를  상기  전화번호와 함
께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전화번호  표시과정에서  상기  제3키  발생시  표시중인  전화번호에서  현재 
커서가  지시하는  번호를  삭제하여  전화번호를  편집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상기  제4키  발생시 
현재  표시중인  전화번호를  DTMF  신호로  변환하여  전화기의  송출부로  송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전원  오프시에도  저장  데이타를  보호할  수  있는  EEPROM임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3 

리드키,  지역키  및  다이알키를  구비하며,  수신되는  전화번호  데이타를  저장하는  영역과  지역번호를 
저장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를  구비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에  있어서, 
상기  리드키  발생시  눌림  횟수에  대응되는  위치의  상기  제2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를 전화번호
로  선택하여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상태에서  상기  지역키의  발생을  감지할  시 
상기  지역키의  눌림횟수에  대응되는  위치의  상기  제3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를  지역번호로 선
택하여  상기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  수행후  상기  다이알키  발생시  상기 표시
중인  지역번호  및  전화번호를  DTMF  신호로  변환하여  전화기의  송화부로  송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전원오프시에도  저장중인  데이타를  보호할  수  있는  EEPROM임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

청구항 5 

수신되는  RF  신호를  분석하여  수신되는  호출측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무선호출기에  있어서,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LCD(30)와,  수신되는  전화번호들을  저장하는  영역과,  지역번호들을  저장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40)과,  상기  메모리(40)에  저장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선택하기  위한 키
데이타를  발생하는  리드키(50)와,  상기  메모리(40)에  저장하고  있는  지역번호를  선택하기  위한 키데
이타를  발생하는  지역키(60)와,  상기  선택된  전화번호를  DTMF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키데이타를 발
생하는  다이알키(70)와,  상기  선택된  전화번호에서  불필요한  번호들을  제거하기  위한  키데이타를 발
생하는  편집키(80)와,  DTMF  발생기를  구비하며,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상기  메모리의  전화번호 영역
에  저장하고,  상기  리드키(50)  데이타감지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해당  횟수에  대응되는  위치의 전
화번호  영역에  저장중인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상기  LCD(30)에  표시하고,  상기  지역키(60)  데이타 감
지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해당  횟수에  대응되는  위치의  지역번호  영역에  저장중인  지역번호를 선
택하여 상기 LCD(30)상에서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하며, 상기 편집키(80) 데이타 감지시 상기 
LCD(30)에  표시중인  커서  위치의  데이타를  삭제하고,  상기  다이알키(70)  데이타  감지시  상기  DTMF 
발생기를  제어하며  표시중인  데이타를  DTMF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제어부(20)와,  상기 제어부(20)로
부터  출력되는  상기  DTMF  신호를  전화기의  송화부로  출력하는  스피커(90)를  구비하여,  저장중인 전
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알링 하도록 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기.

청구항 6 

수신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전원오프시에도  수신된  전화번호를  보존하는  제2메모리를  구비하며,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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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와  다이알키를  구비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에  있어서,  메세지  수신시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제1메모리  및  상기  제2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리드키  수신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제1메모리에  저장중인  해당  전화번호를  표시부상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다
이알키  수신시  상기  표시부  상에  표시중인  전화번호를  DTMF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과징으로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전원오프후  전원이  다시  온될시  제어부가  상기  제2메모링  롬에  저장중인 전화번호
를  상기  제1메모리인  램에  저장시켜  수신정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
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8 

전화번호  저장영역과  지역번호  저장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전원오프시
에도  수신된  전화번호  및  지역번호를  보존하는  제2메모리를  구비하며,  리드키,  다이알키  및 지역키
를  구비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에  있어서,  메세지  수신시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제
1메모리  및  상기  제2메모리의  전화번호를  영역에  순차적으로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리드키  수신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제1메모리의  전화번호  영역에  저장중인  해당  전화번호를  표시부상에 표
시하는  과정과,  상기  지역키수신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제1메모리의  지역번호  영역에 저장중
인  해당  지역번호를  상기  표시중인전화번호와  함께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다이알
키  수신시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중인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DTMF  신호를  변환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전원오프  후  다시  전원이  온될시  제어부가  상기  제2메모리인  롬에  저장중인 전화번
호 영역 및  지역번호 영역의 정보를 상기 제1메모리인 램의 전화번호 영역 및  지역번호 영역에 저장
시켜 수신정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10 

전화번호  저장영역과  지역번호  저장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전원오프시
에도  수신된  전화번호  및  지역번호를  보존하는  제2메모리를  구비하며,  리드키,  다이알키,  지역키  및 
편집키를  구비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에  있어서,  메세지  수신시  수신되는 전화번
호를  제1메모리  및  상기  제2메모리의  전화번호  영역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리드키 수
신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제1메모리의  전화번호  영역에  저장중인  해당  전화번호를 표시부상
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지역키  수신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제1메모리의  전화번호  영역에 
저장중인  해당  지역번호를  상기표시중인  전화번호와  함께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편
집키  수신시  상기  표시중인  전화번호에서  커서가  지시하는  데이타를  삭제하여  전화번호를  편집하는 
과정과,  상기  다이알키  수신시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중인  지익번호  및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DTMF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전원  오프후  전윈이  다시  온될시,  제어부가  상기  제2메모리인  롬에  저장중인 전화
번호를  상기  제1메모리인  램에  저장시켜  수신정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동작함을  특징으로 무선호
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12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영역  및  지여번호를  저장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를 구비하
며,  리드키,  다이알키  및  지역키를  구비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에  있어서,  메세지 
수신시  수신되는  전화번호를  상기  메모리의  전화번호  영역에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가정과,  상기 리
드키  수신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메모리의  전화번호  영역에  자장중인  해당  전화번호를 표시
부상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지역키  수신시  눌림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메모리의  지역번호  영역에 
저장중인  해당  전화번호를  상기  표시중인  전화번호와  함께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다이알키  수신시  상기  표시부상에  표시중인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DTMF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편집키를  더  구비하여  상기  편집키  수신시  상기  표시부상  표시중인  전화번호에서 
커서가  지시하는  데이타를  삭제하여  전화번호를  편집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
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가  램임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호출  시스템의  자동 다이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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