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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 전화 동작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에를 도시한 도.

제3도는 본 발명을 따른 기본적인 전화 호출의 상태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전화 번호를 선택하는 상태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무선  전화의  디스플레이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클리어하는  공정 순서
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무선 전화의 메모리로부터 네임을 리콜하는 공정 순서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무선 전화의 메모리에 네임 및 전화번호를 기억시키기 위한 공정 순서도.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라서 무선 전화의 메뉴 펑션 모드를 선택하는 공정 순서도.

제9도는 본 발명을 이용하는 무선 전화의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전화에 관한 것이며, 특히 무선 전화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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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패드를  이용하여  무선  전화를  제어하는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  이  기술은  표준  12개의  키  데이타 
패드(key  data  pad)이외에  4개  내지  12개의  기능키(function  key)를  이용하여  입력을  표시하는 디스
플레이를 포함한다.

기능키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능  즉  전송,  종료,  파워,  리콜(recall),  기억,  클리어(clear), 펑션
(function),  네임  볼륨(name  volume)  및  메뉴와  같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키의  수 
및 타입은 제조자 및 전화기의 특성에 좌우된다.

전화기  동작에  필수적인  기능키는  전송,  종료,  파워  및  클리어키이다.  전송키는  데이타  키로 입력되
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  호출을  초기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종료키는  전화호출을 종료
하는  데  사용된다.  파워키는  연속적인  키  작용으로  전화기를  턴오프  및  턴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클리어  버튼은  데이타를  입력시  키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타의  한  문자  또는  데이타의  전체 
디스플레이를 클리어하는데 사용된다.

기억키,  리콜키  및  네임키는  무선  전화  메모리로부터  네임  및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리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억키는  데이타를  메모리  위치로  기억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우선,  데이타가  데이타 
키에  의해  무선  전화로  입력되고  나서  기억키가  눌려져  데이타  키로  입력된  데이타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다.  이  데이타는  네임  또는  전화  번호를  표시하는  심벌중  하나일  수도  있다.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전화  번호  또는  네임을  리콜하기  위하여  리콜키가  사용된다.  네임키는  네임에  대응하는 전화
번호를 갖는 네임 메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사용자는 # 및 ☆키를 이용하여 네임 메뉴를 스크롤(scroll)할 수 있다.

제조자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화기  특성을  활성화시키는  여러키들이  있다.  기능키는  자신을 활성화시
킴에  따라  데이타  키로  입력된  번호로  표시된  전화기의  다른  특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메뉴키는  #  및  ☆키를  이용하여  스크롤될  수  있는  개선된  특성  메뉴를  액세스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이들  키의  동작을  철저히  습득함에  따라서  복잡한  무선  전화는  성공적으로  동작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기  키들의  사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화기의  개선된  특성을  액세스할  수 없었
다.  그러므로,  무선  전화를  동작시키기  위한  개선된  기술이  필요한데,  즉  무선  전화  동작을  비교육 
받은 사용자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개선된 기술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전화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 전화는 메모리,  디스플레이 및  제1기능키 신호 
및 제2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키 및 다수의 데이타 키를 갖는 키패드를 구비한다.

상기  방법은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single-throw  function  key)로부터  제1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무선  전화를  턴온시키는  단계와,  전화  번호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로부터 
제2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무선  전화로  하여금  상기  전화  번호를  호출하는  단계와,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로부터  제3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무선  전화를  상기  호출로부터  비접속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로부터  제4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무선  전화를  턴오프시키는  단계를 포함한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무선  전화(101)는  디스플레이(111),  표준  12데이타 
키와  2개의  추가  싱글-스로우  기능키(107  및  109)를  갖는  키패드(103)를  구비한다.  표준  12데이타 
키는 0부터 9까지의 # 및 ☆키를 구비한다.

2개의 추가 싱글-스로우 기능키는 고우키(go key)(107) 및 스탑키(stop key)(109)이다.

제2도는  디스플레이(127)  및  키패드(127)을  구비한  무선  전화(115)의  제2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타키  입력(119)을  구비하는데,  상기  키상의  심볼은  번호  2  및  알파  문자  A,  B  및  C를  포함하는 
데이타 키 2, D, E 및 F를 포함한 데이타 키 3, G, H 및 I를 포함한 데이타 키 4, J, K 및 L을 포함
한 데이타 키 5,  M,  N  및 O를 포함한 데이타 키 6,  P,  R  및 S를 포함한 데이타 키 7,  T,  U  및 V를 
포함한 데이타 키 8,  그리고 W,  X  및 Y를 포함한 데이타 키 9를 포함한다. ☆ 및 #  키는 방향 화살
표를  포함한다.  비록  본  실시예에서  알파  문자가  사용될지라고,  파울  로이어등이  전화  키패드  입력 
장치라는  명칭으로  출원하여  1989년  10월  3일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원  제4,872,196호에  서술된  바와 
같이  가다까나  문자가  사용될  수  있다.  키패드(117)는  또한  세  개의  기능  버튼(121,123,125)을 포함
한다.  이들은  고우키(121),  메뉴키(123)  및  스탑키(125)이다.  무선  전화(101)  동작에서  이들  세 개
의 싱글-스로우 기능키 동작은 다음과 같다.

제3도는 본 발명을 따른 기본적인 전화 호출의 상태도이다.

4개의  상태는  오프  상태(201),  대기  상태(203),  다이얼링  상태(217)  및  토킹(talking) 상태(205)이
다.  일반적으로,  상기  상태를  전이시키기  위해선,  사용자는  데이타키(119),  스탑키(125)  또는 고우
키(121)를  눌러야만  한다.  특히,  오프  상태(201)로부터  대기  상태(203)로  전이시키기  위해선, 사용
자는  고우키(209)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기  상태(203)로부터  오프  상태(201)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사용자는 스탑키(213)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기  상태로부터  다이얼링  상태(217)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사용자는  번호(215)를  선택해야만  한다. 
다이얼링  상태(217)로부터  토킹  상태(206)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고우키(203)를  눌러야만  한다. 토
킹 상태(205)로부터 대기 상태(203)로 전이시키기 위해선, 사용자는 스탑키(211)를 눌러야만 한다.

제4도는  제3도로부터  번호(215)  및  다이얼링  상태(217)를  선택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정상 다이
얼링  상태(309),  번호를  리콜하는  상태(303)  및  네임을  리콜하는  상태(309)와  같은  세가지  상태가 

9-2

97-002177



다이얼링  상태(217)내에  존재한다.  대기  상태(301)  및  정상  다이얼링  상태(305)  사이를  전이시키기 
위해서,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데이타  키의  시퀀스를  선택하여야만  하며,  본  실시예의 경우
에,  시퀀스가  두  개의  데이타키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대기  상태(301)  및  리콜링  번호 상태(303)간
을  전이시키기  위해선,  사용자는  무선전화(101)의  메모리(907)내의  메모리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타 
키의 시퀀스를 선택해야만 되며, 본 실시예의 경우에, 시퀀스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데이타 키이다.

리콜링  네임  상태(309)  및  대기  상태간을  전이시키기  위해선,  사용자는  먼저  고우키(319)를 누르므
로써  심볼  모드(307)  상태로  전이시켜야만  된다.  심볼  모드  상태(307)로부터  리콜링  네임 상태(30
9)로  전이는  사용자가(325)에서  리콜하고자  하는  네임에  가장  가까운  심볼을  표시하는  데이타 키
(119)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다이얼링  상태(303,305,309)들중  하나의  상태에  도달하면,  고우키(331)를  누르므로써  무선 
전화(101)를  토킹  상태(313)로  변경시킨다.  일단  토킹  상태(313)가  되면,  사용자는  호출을 종료시키
는 스탑키(333)를 눌러 호출자를 대기 상태(301)로 리턴시킨다.

심볼  모드  상태(307)에  있는  동안,  사용자는  네임  및  전화  번호를  리콜하는  대신에  새로운  네임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옵션을 갖는다.

이것은  고우키(323)를  누르므로써  성취되며,  그로인해  심볼  모드  상태(307)로부터  입력한  네임  및 
전화번호 상태(311)로 전이한다.

입력한  네임  및  전화  번호  상태(311)에  있는  동안,  고우키(321)를  누르면  사용자는  대기 상태(301)
로  리턴시킨다.  데이타키의  시퀀스를  입력시키는  시간에서,  실수없이  입력들중  하나의  입력  또는 전
체  데이타  입력을  클리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도는  데이타를  디스플레이(111)로부터  클리어하는 
공정을  도시한  것이다.  우선,  상기  공정은  (401)에서  시작하여,  사용자가  (403)에서  데이타 키(10
5)의  시퀀스를  입력하고  나서,  데이타가  (417)에서  옳은지를  알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디스플레이
(111)를  검사한다.  (405)에서,  만일  데이타가  옳치  않다면,  사용자는  중지키(109)를  누르고 유지시
켜야만  한다.  만일  사용자가  (411)에서  마지막  데이타  키  입력을  클리어하기  원한다면, 스탑키(10
9)는  (407)에서  제1비프(beef)한  후  릴리스되어야만  된다.  만일  전체  데이타  키  입력이  (413)에서 
클리어되면,  스탑키(109)는  단계(409)에서  제2비프한후  릴리스되어야만  한다.  이  공정은 디스플레이
된 데이타가 올바르게 될 때까지 반복되고 나서, 공정은 (415)에서 중단된다.

제6도는  다이얼링  상태(217)인  메모리(907)로부터  네임을  리콜하기  위한  공정  순서도이다.  상기 공
정은  (501)에서  시작된다.  단계(505)에서,  사용자가  고우키(121)를  누르면,  제4도에  도시된  전이 작
용(314)이  행해진다.  두  번째,  사용자는  (507)에서  리콜하려고  하는  네임에  가장  가까운  심볼을 표
시하는  데이타  키(119)를  입력해야만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리콜하기  원하는  네임에  가장  가깝게 
놓는다.  예를 들어,  표준키 입력에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Bill을  리콜하면,  사용자는 문자 A,  B  및 
C를  포함하는  데이타  키(2)를  눌려야만  한다.  다음에,  사용자는  네임이  위치될때가지  ★  및  #키에 
위치된  스크롤  키를  이용하여  (509)에서  알파벳  상하  순서로  스크롤한다.  올바른  네임이  무선 전화
(101)상에  디스플레이된  후,  고우키(121)가  (511)에서  눌려지면,  네임을  메모리(907)로부터 리콜하
는 공정을 완료하고 제4도에 도시된 전이 상태(331)가 된다.

제7도는  전화  번호  및  그에  대응하는  네임을  본  발명에  따라서  무선  전화(101)의  메모리(907)로 입
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정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공정은 (601)에서 시작한다.

(603)에서,  사용자는  고우키(121)를  눌러,  심볼  모드  상태(307)를  입력한다.  (605)에서,  사용자는 
고우키(121)를  눌러  네임  및  전화  번호  상태(311)를  입력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전화  번호를 표시
하는  데이타  키의  시퀀스를  선택한다.  (609)에서,  사용자는  고우키(121)를  눌러  전화  번호를 메모리
(907)로 기억시킨다.

(611)에서,  사용자는  상기  전화  번호에  상관하는  네임을  데이타  키(119)로  입력시킨다.  심볼은 선택
된  번호를  지정된  데이타  키로  몇번  누르므로써  표준  키패드  데이타  키(119)로  입력된다.  예를들어, 
단어  Bill을  디스플레이에 입력시,  사용자는 다음 데이타 키,  즉  222  #  444  #  555  #  555를  누른다. 
심볼을  입력하는  또다른  방법은  지정된  데이타  키를  누르고  유지시키므로써  실현되며,  상기 디스플
레이(127)는  활용  가능한  심볼을  통해  스크롤되고  키가  릴리스될때  상기  키는  최종  디스플레이된 심
볼을  유지시킨다.  이  데이타  엔트리  공정  동안의  시간에서,  즉  임의  시간에서,  사용자는  제6도에 서
술되는  바와같은  클리어  공정을  사용하여  데이타  키  엔트리를  클리어한다.  (615)에서,  심볼이 올바
르게  입력된  후,  사용자는  고우키(121)를  누른다.  (621)에서,  사용자는  특정  메모리  위치를 입력할
지를  결정한다.  만일  사용자가  메모리  위치를  입력하기  원한다면,  (623)에서  메모리  위치는  데이타 
키(119)로  입력되고  (627)에서  고우키(121)가  눌려진다.  만일  사용자가  메모리  위치를  입력하기 원
하지  않는다면,  고우키(121)는  (625)에서  눌려지고  네임  및  전화  번호는  다음  활용  가능한  메모리 
위치에  기억된다.  선택적으로,  사용자는  두개의  비프가  울린후  #키를  선택하고  릴리스하므로써 새로
운  네임  전화번호를  무선  전화(101)에  입력할  수  있다.  이것이  사용자를  선행  공정의  (607)에 놓이
게 한다.

제8도는 메뉴 펑션의 모드를 선택하는 공정 순서도이다.

상기  펑션은  전화를  락(lock)하며,  호출  타이머를  리셋하며,  언락(unlock)  코드를  변경시키거나 또
는 무선 전화(101)상에 활용되는 펑션들 중 하나의 펑션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공정은  (703)에서  메뉴  키를  누르므로써  시작한다.  메뉴키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두개의 
비프가 울릴때까지 ★키를 유지시키거나 메뉴 기능키(123)를 누르므로써 활성화된다.

(705)에서,  사용자는  펑션을   표시하는  번호를  데이타키(119)로  입력한다.  전형적으로,  각  펑션 번
호를  나타내는  모든  전화에  첨부된  사용자  메뉴얼이  존재한다.  (707)에서,  고우키(121)는  눌려지고 
디스플레이는  펑션의  현재  모드를  도시한다.  만일  모드가  옳다면,  (711)에서  사용되는 스탑키(125)
를  누른다.  만일  모드가  옳치  않다면,  (707)에서,  사용자는  고우키(121)를  누른다.  만일  두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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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한  모드가  존재하면,  무선  전화는  두개의  모드간을  토클(toggle)  또는  다음  모드에  대한 스
텝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올바른  모드가  (709)에서  선택된  후,  사용자는  (711)에서  스탑키를  누르고  적당한  펑션  모드를  무선 
전화(901)의 메모리(907)에 기억시킨다.

제9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무선 전화(901)의 블럭도이다.

무선  전화(901)는  통상  컴퓨터  기억  매체라  칭하는  메모리(907)  통상  디지탈  컴퓨터라  칭하는 프로
세서(909)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905)를  포함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905)는  마이크로폰,  스피커, 
디스플레이, 데이타 키 및 싱글-스로우 기능키를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데이타  키  및  싱글-스로우  기능키가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메모리(907)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905)  모두는  무선  전화  동작  제어기를  형성한다.  무선  전화  동작  제어기는  무선 
전화의 기능을 제어한다.

두개  이상의  싱글-스로우  기능키로  무선  전화의  기능을  제어하는  방법에  서술되어  있다.  무선 전화
(101)는  현재  무선  전화의  기능을  활용하는데  있어  복잡성을  피한채  현재  무선  전화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비교육자도 서술된 상기 기능을 익힐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모드를  가지며,  메모리,  디스플레이  및  적어도  제1기능키  신호  및  제2기능키  신호를 발생시
키는적어도  하나의  싱글-스로우  기능키(single-throw  function  key)  및  복수의  데이타  키를  갖는 키
패드를  구비하는  무선  전화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무선  전화를  턴온시키는  단계와,  전화  번호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1싱글
-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2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무선  전화가  상기  전화  번호를  호출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3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무선  전화를  상기 호
출과  비접속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4기능키를  발생시켜  상기  무선 전
화를 턴오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번호  선택  단계는  :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5기능키 신호
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심볼은  표시하는  제1  지정된  데이타  키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1심볼이 
상기  심볼에  알파벳  순서로  가장  가까운  심볼  시퀀스를  메모리로  부터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번호 선택 단계는 :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8  및 제9기능
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전화  번호를  표시하는  상기  데이타  키의  제3시퀀스를  선택하는 단계
와,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0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지정된  데이타  키의 
제4시퀸스를  연속적으로  소정  횟수  선택하여  심블  시퀸스를  지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1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
작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번호  선택  단계는  :  전화  번호  또는  메모리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타 키
의  제5시퀀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제1소정  시간  길이  동안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2
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므로써  최종  데이타  키  신호  입력을  클리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번호  선택  단계는  :  전화  번호  또는  메모리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타 키
의  제6시퀀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3  및  제14기능키를  신호로 
발생시키므로써  상기  데이타  입력의  상기  시퀀스를  클리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번호  선택  단계는  :  전화  번호  또는  메모리  위치를  표시하는  데이타 키
의  제7시퀀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제2소정  시간  동안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5기능
키  신호를  발생시키므로써  상기  데이타  입력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전화 번호 및  네임을 갖는 무선 전화를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
로그래밍  단계는  :  상기  제1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상기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6  및  제17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전화  번호를  표시하는  데이타  키의 
제8시퀀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8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지정된  데이타  키의  제9시퀀스를  연속적으로  소정  횟수  선택하여  상기  네임을  지정하는 단
계와,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19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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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상기  단계에  응답하여  제3소정  시간  길이  동안 
제3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20기능키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무선  전화의  제1기능을 표시
하는  데이타  키의  제10시퀀스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21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기능의  제1모드를  제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22
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기능의  제2모드를  지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
러  제24기능키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제2모드의  상기  특징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방법.

청구항 9 

무선  전화내에  배치된  디지탈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무선  전화  동작  제어기에  있어서, 제1싱
글-스로우  기능키와,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와,  상기  디지탈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컴퓨터 프로그램
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억  매체를  구비하며,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  상기  제1싱글-스로우 기
능키를  눌러  제1기능키  신호에  응답하여  무선  전화를  스위칭  온  시키는  제1수단과,  상기 제1싱글-스
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2기능키  신호에  응답하여  전화  호출을  초기화하는  제2수단과,  상기 제1싱글-
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3  기능키  신호에  응답하여  메모리  위치에  네임  및  전화  번호를  기억시키는 
제3수단과,  상기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늘러  제4  기능키  신호에  응답하여  무선  전화를  스위칭 오
프시키는  제4  수단과,  상기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5  기능키  신호에  응답하여  전화  호출을 
종료시키는  제5수단  및,  상기  제2싱글-  스로우  기능키를  눌러  제6  기능키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타 
엔트리를 클리어하는 제6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제어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싱글-스로우  기능키는  싱글  락커키(single  rocker  key)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전화 동작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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