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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시지 시스템의 응답 신호 송신 방법 및 장치

요약

시스템 제어기(102)는 메시지에 대한 응답 신호를 공급하기 위해 메시지 시스템(100) 내에서 동작한다. 
응답 신호는 응답 전화 번호의 메시징 터미널(115)에 응답한다. 메시징 터미널(115)은 음성 수신 모드 또
는 데이터 수신 모드, 또는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는 선화 호 동안 메시지와 응
답 전화 번호를 수신한다. 메모리(408)는 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 전화 번호를 저장한다. 또한,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는 응답 신호를 수신하고, 메시지 메모리 내에 저장된 메시지와 응답 신호를 
연관시키고, 응답 신호와 결합된 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 전화 번호를 검색한다. 전화 응답 구동기(420)
는 검색된 응답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징 터미널(115)의 수신 모드에 따라 응답 신호를 공급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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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메시지 시스템의 응답 신호 송신 방법 및 장치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메시지 시스템에서 메시지에 대한 응답 신호를 메시징 터미널에 송신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화 교환망 메시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음성 또는 데이터 모드 메시징 터미널에 응답 신호를 송신하
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호 통신 시스템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메시징 터미널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비침해 방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 및 응답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메시지 관리 및 메시징 터미널은 수요자를 
만족시키는데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메시징 터미널은 공통 
전화선을 공 유하는 전화 핸드셋과 디지털 메시지 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 전화기는 음성 또는 DTMF 선택 
신호 메시지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반면에, 디지털 메시지 장치는 디지털 선택 호 메시지를 발생시키
는데 사용되며, 이러한 호 메시지는 일시 저장후 전송(queued delivery)을 위해 종종 저장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한 자는 응답측으로부터 디지털형식 또는 음성 전화 호에 의한 응답을 기대할 것이다. 게다
가, 불필요한 음성 메시지가 음성 전화 호의 형태로 메시징 터미널에서 수신될 수 있다. 메시징 터미널의 
사용자는, 디지털 형태로 메시지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하기를 원하고 기대할 것이며, 응답 신호가 메
시지 시스템의 컴퓨터에 의해 쉽게 합성될 수 없는 복잡한 알파 뉴메릭 메시지일 경우에 필요하다. 메시
징 터미널이 전화 핸드셋이 없는 디지털용 장치일 경우, 응답 신호도 디지털 형태가 필요하다. 반면에, 
사용자는 핸드셋과 디지털 메시지 장치 모두를 구비할 수 있으며, '실시간' 또는 저장된 음성 응답 신호
를 선호하고 기대할 수 있다. 

음성 또는 데이터 메시지를 핸드셋이나 디지털 장치에 의해 수신하는 메시징 터미널로 음성 및 데이터 메
시지를 송신하는 공지된 수단으로서 성공적으로 사용되 었던 수단은 응답 신호의 시작 부분에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에 특정된 신호를 사용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뎀에 의해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호를 
설정하는데 사용 하는 모뎀 접속 신호이다. 메시징 터미널이 응답 전화 호에 응답할 때, 메시징 터미널은 
메시지 시스템 제어기가 설정을 완료할 수 있고 응답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 한 후 모뎀 접속 신호에 응답
한다. 메시지 형태를 인식하기 위해 이러한 특징을 사 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핸드셋으로 호에 응답하
면서 데이터 신호를 듣도록 하거나, 메시징 터미널이 전화 호로 핸드셋을 연결하기 전에 전화 호의 다른 
한 쪽이 모뎀인지를 판단하는 동안에 기다리게 함으로써, 음성 메시지를 기대하는 사용자를 귀찮게 할 수 
있다. 

더욱 복잡한 메시지 시스템에서 또다른 메시지 관리 문제는 메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화 번호와는 
다른 전화 번호에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연성은 수요자로서 메시지 시
스템의 높은 응답 지연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만큼 동시에 메시지 시스템과 더욱 친숙해 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응답 신호가 더욱 지연되면 응답 신호의 수신이 기대될 때 메시지 발신 자가 또
다른 전화 번호에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발신자가 응답 신호를 수신하는 즉시 제3자가 이용하고 있
는 또다른 전화 번호로 신호를 발송할 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정된 메시징 터미널에 응답 신호를 효과적으로 송신하는 방법 및 장치는, 응답 신호를 수신하
는 메시징 터미널의 사용자에 의해 선호되는 방법으로 데이터 또는 음성 응답 신호를 송신하고, 응답 신
호를 송신하는 동안 사용자의 핸드셋으로 방해 데이터 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제1태양에 있어서, 메시지로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은, 수신, 저장, 결합, 복구, 
및 송신 단계를 포함한다. 응답 신호는 전화 교환망 (STN)을 포함하는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제어
기를 사용하여 응답 전화 번호 에 해당하는 메시징 터미널로 통신된다. 메시징 터미널은 최소한 음성 수
신 모드 또는 데이터 수신 모드를 포함하고, 두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 시스템 제어 기는, 전화 
인터페이스, 메시지 입력 처리기, 메시지 메모리, 및 전화 응답 처리기를 포함한다. 수신 단계에서, 메시
지 및 응답 전화 번호는 메시지 입력 처리기에 의해 수신된다. 

저장 단계에서는, 메시지와 그에 따른 응답 전화 번호가 메모리에 저장된다. 연관 단계에서는, 메시지 메
모리에 저장된 메시지를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수신된 응답 신호와 연관시킨다. 복구 단계에서는, 응답 
신호와 관련된 메시지에 따른 응 답 전화 번호를 메시지 메모리에서 복구한다. 송신 단계에서는, 복구된 
응답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응답 신호를 송신하고 STN을 통해 전화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시징 터미널로 접
속된 응답 전화 호를 개설한다. 응답 신호는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 모드에 따라 송신된다. 메시지 시스템
은 선택 호 무선 통신 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응답 신호는 선택 호 무선 터미널 장치로부터 메시징 터미
널로 송신하기 위해 메시 지 입력 처리기에 의해 시스템 제어기에서 수신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2태양에 있어서, 메시지로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메시 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시스
템 제어기는, 전화 인터페이스, 메시지 입력 처리기, 메시지 메모리, 및 전화 응답 처리기를 포함한다. 
응답 신호는 전화 교환망(STN)을 포함하는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응답 전화 번호에서 메시징 터미널로 송
신된다. 메시징 터미널은 음성 수신 모드 또는 데이터 수신 모드, 또는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전화 인터
페이스는 STN에 연결되고, STN으로 또는 STN으로부터 전화 호를 접속 한다. 메시지 입력 처리기는 전화 
호동안 메시지와 응답 전화 번호를 수신하는 전 화 인터페이스에 연결된다. 메시지 메모리는 메시지에 대
응하여 응답 전화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메시지 입력 처리기에 접속된다. 메시지 입력 처리기는 응답 신
호를 수신하며, 메시지 메모리내에 저장된 메시지를 응답 신호와 연관시키고, 응답 신호와 연관된 메시지
에 대응하는 응답 전화 번호를 수신한다.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모드에 따라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메시지 
입력 처리기와 전화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전화 응답 처리기는 복구된 응답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ST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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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화 인터페이스로부터 메시징 터미널로 접속되는 응답 전화 호를 발생시킨다. 메시지 시스템은 일 
이상의 선택 호 무선 터미널 장치와 최소한 하나의 송신기/수신기로 구성된 선택 호 무선 통신 시스템을 
더 포함한다. 시스템 제어는 메시지 처리기 수단과 송신기/수신기를 연결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포함한다.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은 일 이상의 선택 호 무선 통신 장치중 하나로부터 메시징 터미널로 송
신하기 위한 응답 신호를 수신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메시지 시스템의 전기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1도의 메시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스템 제
어기의 전기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1도의 메시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내부 음성 
저장 용량을 가진 메시징 터미널의 전기 블록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1도의 메시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외부 응답
기를 구비한 메시징 터미널의 전기 블록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제공된 메시지 시작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제공된 '모뎀 전용' 응답 
신호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제공된 '음성 요구' 응답 
신호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제공된 '모뎀 지향' 응답 
신호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9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제3도 및 제4도의 메시징 터미널에 사용된 응답 신호 수신
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시스템(100)의 전기 블록도가 도시된다. 메
시지 시스템(100)은, 메시징 터미널 장치, 즉 전화(101), 컴퓨터(111), 개인용 데스크톱 메시지 유니트
(113)(데스크톱 페이지 엔트리 터미널), 전화/컴퓨터 결합 메시징 터미널(114), 전화/데스크톱 메시지 유
니트 결합 메시징 터미널(115), 또는 데스크톱 메시지 유니트(데스크톱 페이지 엔트리 터미널)을 포함하
는 메시징 터미널(118), 전화 핸드셋, 및 자동 응답기를 포함하며, 이들은 다수의 전화 링크(110)을 통해 
시스템 제어기(102)로 전용 국설 전화 교환망(PSTN)에 의해서 연결된다. 전화 링크(110)은 다수의 트위스
트 쌍 전선이거나 다중화 트렁크 라인이다. 시스템 제어기(102)는 통신 링크(116)을 통해서 무선 주파수 
송신기/수신기(103)(하나만 도시함)로 연결되고 감독하며 그 통신 링크는 전형적인 트위스트 쌍 전화선이
고 RF,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기타 다른 양질의 오디오 통신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저장 및 전
송국에서, 송신기/수신기(103)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전화 어드레스를 일정한 포맷으로 엔코딩 및 디
코딩하며 그 포맷은 셀룰러 메시지 프로토콜과 같은 개인 무선 전화기 어드레스 요청 및 렌드 라인 메시
지 스위치 컴퓨터와 호환 가능하다. 시스템 제어기(102)는 무선 주파수 송신기/수신기(103)에 의해서 송
신 또는 수신되는 페이징 메시지를 엔코딩하고 디코딩할 수 있다. 전화 신호는, 전화기(101), 메시징 터
미널(114)의 전화 핸드셋, 메시징 터미널(115)의 전화 핸드셋, 메시징 터미널(118)의 자동 응답기 또는 
전화 핸드셋, 또는 개인 무선 전화기(105)와 같은 전화기에 의해서 시스템 제어기(102)로부터 수신되거나 
전송된다. 메시징 터미널(114)의 컴퓨터는 데이터 메시지가 컴퓨터와 PSTN(108)간에 전송될 때 전화 핸드
셋과 컴퓨터 간의 전송 경로를 인터럽트할 수 있다. 유사하게, 데스크 톱 메시지 유니트는 데이터 메시지
가 데스크톱 페이지 엔트리 터미널과 PSTN(108)간에 전송될 때 전화기와 메시징 터미널(115)의 데스크톱 
페이지 엔트리 터미널간의 전송 경로를 인터럽트할 수 있다. 메시징 터미널(118)의 자동 응답기는 음성 
메시지가 자동 응답기에 기록될 때 핸드셋과 데스크톱 페이지 엔트리 터미널을 인터럽트할 수 있다. 전화 
신호와 데이터 메시지는 무선 주파수 송신기/수신기(103)에 연결된 최소한 하나의 안테나(104)에 의해서 
전송되거나 수신된다. 전화 신호는 개인 무선 전화기(105)로부터 수신되거나 전송된다. 무선 주파수 송신
기/수신기(103)은 시스템 제어기(102)로부터 연결된 데이터 또는 음성 페이징 메시지를 휴대용 수신 장치
(106) 또는 개인 무선 전화기(105)로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개인 무선 전화기는 키보드와 디스플레
이 장치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메시지를 인식하면, 데이터 메시지가 휴대용 수신 장치(106) 또는 개인 
무선 전화기(105)로부터 송신기/수신기(103)에 의해서 수신될 수 있으며 시스템 제어기(102)에 연결된다. 
시스템 제어기(102), 통신 링크(116), 무선 주파수 송신기/수신기(103), 안테나(104), 개인 무선 전화기
(105),  및  휴대용  수신  장치(106)은  메시지  시스템(100)  내에  선택  호  무선  통신  시스템(150)을 
포함한다. 

상기 설명에서, '메시지'는 메시징 터미널에 대해 단방향으로 발생하는 음성 및 데이터 정보 전송을 포함
하여 사용된다. 이 메시지는 메시징 터미널에서 발신된 메시지 또는 발신된 메시지의 응답 신호일 수 있
다. 다음 설명에서, '메시지'는 발 신 메시지(originated messages)를 의미하며 '응답 신호'는 발신 메시
지에 응답하여 전송되는 메시지 또는 승인 신호(acknowledgement)를 의미한다. 

그밖의 선택적인 호 무선 터미널 장치(제1도에서 도시되지 않음), 즉 차량 셀룰러 전화기, 차량 무선 데
이터  터미널,  데이터  터미널을  부착한  차량  셀룰러  전화기,  또는  데이터  터미널이  부착된(종래  및 
트렁크) 차량 라디오들이 선택 호 무선 통신 시스템(150)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 설명에서, '무선 터미
널'은 개인 무선 전화기(105), 또는 휴대용 수신 장치(106), 차량 셀룰러 전화기, 차량 무선 데이터 터미
널, 데이터 터미널을 부착한 차량 셀룰러 전화기, 또는 데이터 터미널을 부착한 (종래 또는 트렁크) 차량 
라디오를 의미한다. 메시지 시스템(100)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무선 터미널은 선택 호 무선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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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내에서 자신에게 특정하게 할당된 어드레스를 갖는다. 이 어드레스는 시스템 제어기(102)로부터 선
택된 무선 터미널에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선 터미널로부터 시스템 제어기(102)에서 수
신된 메시지 및 응답 신호를 확인한다. 게다가, 1개 이상의 무선 터미널 각각은 자신에 할당된 특정한 전
화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전화 번호는 PSTN(108)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무선 터미널과 관련하여 할당
된 어드레스의 목록과 관련된 전화 번호는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로 시스템 제어기(102)에 저장된
다. 전화 번호가 할당된 무선 터미널은 이하 '스위치 무선 터미널'로써 표시된다. 요약하면, 메시지 시스
템(100) 내에서 메시징 터미널(101, 111, 113, 114, 115 및 118)과 스위치 무선 터미널 모두는 PSTN(108) 
내에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제어기(102)는 분산 전송 제어 환경에서 동작 가능하며 그 환경은 믹싱 셀룰러, 동시 방송, 마스
터/슬래이브, 또는 기타 다수의 무선 주파수 송신기/수신기(103)을 포함한 기타 유사 구조물, 국가망과 
같은 넓은 지역에서 신뢰성있는 무선 신호를 송신하는 안테나(104)를 포함한다. 더욱이, 해당 분야에 숙
련된 자는 전화 및 선택 호 무선 통신 시스템 기능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분리된 시스템 제어기(102) 또
는 망의 유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PSTN(108)은 대안적으로 사설 전화 교환망일 수도 있으며, 이후부터, 약어 STN은 전화망 및 교환 무선 터
미널으로 이용될 것이다. 

제2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 제어기(102)의 전기 블록도를 도시한다. 시
스템 제어기(102)는, 통신 인터페이스(402),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 메시지 메모리(408), 가입자 데이
터 베이스(440), 전화 인터페이스(406), 및 응답 신호 처리기(420)를 포함한다. 통신 인터페이스(402)는, 
무선 터미널에 전송하기 위해 저장된 음성 메시지와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고, 무선 터미널로 전송하는 전
화 호를 접속하고, 무선 터미널로부터 승인 신호, 데이터 응답 신호, 데이터 메시지 및 전화 호를 수신한
다. 통신 인터페이스(402)는 링크(116)에 의해 무선 주파수 송신기/수신기(제1도 및 제2도의 103)에 연결
된다. 메시지를 보내고 처리하는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는 통신 인터페이스(402)에 연결되고, 전화 인
터페이스(406),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440), 메시지 메모리(408) 및 응답 신호 처리기(420)에 계속 연결
된다. 전화 인터페이스(406)는 STN(제1도의 108)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전화 링크(110)에서 전화 호를 
접속 및 차단시키며, 전화 링크와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간의 음성 신호를 운반한다. 가입자 데이터 베
이스(404)는, 무선 교환 터미널이 통화중일 때 사용되는 응답 신호 송신 모드처럼, 타 가입자가 결정한 
선택사항 뿐만 아니라 각 무선 터미널로 메시지 및 전화 호를 운반하기 위하여 각 무선 터미널에 할당된 
특정 어드레스와 STN(108)에 사용된 전화 번호간의 상관성을 포함한 각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한다. 메시
지 메모리(408)는, 메시지, 응답 신호, 및 응답 신호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메시지와 응답 신호는 메
시징 터미널과 무선 터미널로 예정된 순서에 따라 송신하기 위하여 메시지 메모리(408)내에 일시 저장되
어 있다. 메시지 메모리는 메시지 수신 시간에 결정된 정보를 저장한다. 전화 인터페이스(406)는 응답 신
호 처리기(420)에 연결된다.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응답 신호 처리기(420)는 전화 인터페이
스(406)를 제어하여 전화 호를 초기화하고 메시지 메모리(408)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핸드셋 사용자
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메시징 터미널과 교환 무선 터미널로 음성 또는 디지털 형태의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응답 신호 처리기는, 응답 타이머(422), 모드 타이머(423), 데이터 모드 신호 검출기(424), 제1음성 프롬
프트(425), 제2음성 프롬프트, 및 제3음성 프롬프트 를 포함하는 음성 프롬프팅 회로(421), 응답기 검출
기(429), 이중 톤 다중주파수 (DTMF) 톤 검출기(431) 및 디지털-음성 변환기(432)를 포함하고, 이들의 기
능은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시스템 제어기(102)는, 여기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에 따라 특별한 펌웨어 부품

으로 개량된, 일리노이즈주 샤움버그에 있는 모토롤라사에서 제작한 모델 E09PED0552 PageBridge  페이
징 터미널이 바람직하다. 통신 인터페이스(402),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 메시지 메모리(408),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440) 및 전화 인터페이스(406)는 모델 E09PED0552 PageBridge  페이징 터미널의 일부를 
사용하며, 프로그램 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 입력/출력 주변장치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제공하는 일

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제어기는 일리노이즈주 샤움버그에 있는 모토롤라사에서 제작한 MPS2000  
페이징 터미널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와 메시지 메모리(408)는 자기 또는 
광 디스크 메모리를 대체 사용가능하며 그것은 시스템 제어기(102)에 선택적으로 내장될 수 있다. 

제3도를 참조하면, 제1도의 메시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내부 음성 저장 용량을 가진 메시징 터
미널(115)의 전기 블록도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따라 도시된다. 메시징 터미널(115)은, 전화 
인터페이스(310), 전화 핸드셋(315), 메시지 제어기(320), 키보드(325), 디스플레이(330), 전화선 스위치
(335),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기(340),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기(345), 모뎀(350) 및 음성 기록
기(355)를  포함한다.  전화선  스위치(355)는  전화  교환망(STN)(108),  핸드셋(315)  및  전화 인터페이스
(310)에 연결된다. 전화선 스위치(335)는 STN(108)으로부터 핸드셋(315) 또는 전화 인터페이스(310)로 전
화 호를 연결하고, 비록 전화 호가 STN(108)에서 핸드셋으로 연결되더라도 전화 인터페이스(310)는 전화 
핸드셋(315)에 의해 발생된 DTMF 톤을 포함하는 전화 호동안 수신되고 전송되는 오디오 신호를 감시할 수 
있다. 핸드셋(315)은 정보를 입력하는 표준 전화 키패드를 가지고 있다. 전화선 스위치(335)는 메시지 제
어기(320)로 제어하기 위해 데이터 버스에 의해 메시지 제어기(32)로 연결된다. A/D 변환기(345)는 데이
터  버스에  의해  메시지  제어기(320)와  음성  기록기(355)에  연결되고,  전화  인터페이스(310)으로 
연결되며, 전화 인터페이스(310)에 의해 전화 호에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메시지 제어기(320)와 음성 
기록기(355)로 접속되는 데이터 신호로 변환시킨다. D/A 변환기(340)는, 데이터 버스에 의해 메시지 제어
기(320)와 전화 인터페이스(310)에 접속되고, 신호에 의해 전화 인터페이스(310)에 접속되고, 전화 인터
페이스(310)에 의해 메시지 제어기(320)와 음성 기록기(355)에 접속된 디지털 신호를 전화 호의 전송용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모뎀(350)은 전화 인터페이스(310)에 연결되고 데이터 버스에 의해 메시지 제
어기(320)에 연결되어 STN(108)을 통해 모뎀(350)에 의해 송수신되는 디지털 정보와 모뎀 접속 신호를 메
시지 제어기(320)에 의해 사용가능한 데이터 버스 신호로 변환한다. 음성 기록기(355)는 후에 사용자가 
편리한 시간에 재생하기 위해 메시징 터미널(115)에 의해 수신된 디지털 음성 응답 신호와 메시지를 저장
한 메모리이다. 음성 기록기는 데이터 버스에 의해 A/D 변환기(345)와 D/A변환기(340)에 연결되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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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의해 메시지 제어기(320)로 연결된다. 키보드(325)는 데이터 버스에 의해 메시지 제어기(320)로 연
결되고, 사용자가 메시지, 응답 신호, 명령, 및 정보를 입력시킨다. 디스플레이(330)는 데이터 버스에 의
해 메시지 제어기(320)로 연결되고 응답 신호, 메시지, 명령, 및 정보를 표시한다. 

메시지 제어기(320)는, 응답 타이머(360), 터미널 음성 프롬프트 발생기(365), 데이터 모드 신호 발생기
(367), 모뎀 접속 신호 검출기(370), 및 모뎀 타이머(375)를 포함하고,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메시징 터미널(115)로 응답 신호를 송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메시징 터미널(115)은, 바람직하게는, 여기서 설명된 바와 같이, 특별한 펌웨어와 하드웨어 부품으로 개
량되고  핸드셋(315)에  연결된,  일리노이즈주  샤움버그에  있는  모토롤라사에서  제작한  모델  N1593A 

AlphaMate  데스크톱 페이징 터미널을 포함한다. 모델 N1593A AlphaMate  데스크톱 페이징 터미널에 

부착된 특수 하드 웨어 부품은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세미컨덕터사에서 제조한 DS2l30 메시징 
프로세서 집적회로와 일리노이즈주 샤움버그에 있는 모토롤라사에서 제작한 MC3419 가입자 라인 인터페이
스 스위치를 포함한다. 메시지 제어기(320), 키보드 (325), 디스플레이(330), 모뎀(350), 전화 인터페이
스(310), D/A 변환기(340), A/D 변환기(345), 음성 기록기(355), 및 전화선 스위치(335)는 바랑직하게는 

모델 N1593A AlphaMate  데스크톱 페이징 터미널의 일부에 사용되고,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부
분에 한정되지 않으며, 중앙 처리 장치, 입력/출력 모듈, 특수 하드웨어, 및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포함
한다.  핸드셋(315)은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는  노던  텔레콤사의  모델  NT4L21AA-35  핸드셋이  바람직 
하지만, 유사한 특성을 가진 타사의 제품도 사용가능할 것이다. 

제1도를 다시 참조하면, 메시징 터미널(114)은 메시징 터미널(115)에 대하여 상기 제공되고 설명된 동일
한  기능을  가진  특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텍사스주  휴  스톤에  있는  컴팩  컴퓨터  코오퍼레이션사의 
Presario 모델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시징 터미널(114)은, 전술한 것과 유사하지만 대체 
컴퓨터에 사용되 는 운영 체계용으로 설계된 특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타사 데스크톱 컴퓨터도 가능하
다. 메시징 터미널(114)과 메시징 터미널(101)의 핸드셋은 메시징 터미널(115) 의 것과 동일한 것이 바람
직하다. 

메시징 터미널(113)은 핸드셋(315)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메시징 터미널 (115)과 같은 것이 
바람직하며, 메시징 터미널(111)은 핸드셋(315)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메시징 터미널(114)과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제1도, 제2도, 및 제3도를 참조하여 사용된 제1예에서, 메시
지가 전화/컴퓨터 메시징 터미널(제1도의 114)에서 발생하여 휴대용 수신 장치(106)에 전송된다. 메시지
는 메시징 터미널(115)용으로 지정된 응답 신호를 도출해 내어야 하며, 그러므로 시스템 제어기(102)에 
메시지를 운반하는 전화 호 동안 메시징 터미널(115)의 응답 전화 번호는 메시징 터미널(115)가 전화 핸
드셋에서 음성 모드로 응답되는 표식에 따라 시스템 제어기(102)로 운반된다.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는 
메시지 메모리(408) 내의 응답 전화 번호처럼 메시징 터미널(115)의 응답 전화 번호를 저장한다.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는 또한 메시지 또는 메시지에 대한 인식 번호에 따라 메시징 터미널(115)가 메시지 메
모리(408) 내의 '핸드셋 기대' 응답 형태로 전화 핸드셋에서 응답되어지는 표식을 저장한다. 응답 신호가 
휴대용 수신 장치(106)으로부터 수신될 때 메시지 처리기는 응답 신호를 메시지와 연관시킨다. 이것은 메
시지와 함께 식별 메시지 번호를 휴대용 수신 장치(106)로 송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휴대용 수신 장치는 
식별 메시지 번호를 응답 신호로써 리턴(return)한다. 해당 분야에 익숙한 자는 이러한 방법 또는 기타 
방법이 응답 신호를 메시지와 연관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메시지 처리기는 응답 
전화 번호와 응답 신호 형태를 복구하고 응답 신호에 따라 응답 신호 처리기(420)으로 그들을 연결하여 
메시징 터미널(115)로 응답 신호 송신을 시작한다. 

제1실시예에서, 시스템 제어기(102)는 응답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여 메시 징 터미널(115)로 전화 호를 
송출한다. 핸드셋(315)을 사용하여 호가 응답된 후, 메시지 제어기(320)은 전화 호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
화 인터페이스(310)을 제어하고 핸드셋(315)을 접속하기 위해서 전화선 스위치(335)를 제어한다. 시스템 
제어기 (102)로부터의 제1음성 프롬프트(425)는 핸드셋 사용자가 전화 호를 제어하도록 음성 명령을 내린
다. 음성 명령은 시스템 제어기(102)와 메시지 제어기(320)에 의해 사용되는 핸드셋 키패드 명령에 연관
되어 응답 신호 송신을 제어한다. 응답 신호는 시스템 제어기(102)로부터 메시징 터미널(115)에 저장되도
록 디지털로 전송될 수 있고, 후에 사용자에 의해서 복구되도록 시스템 제어기(102)에 의해서 처리되고, 
또는 음성 메시지로써 핸드셋(315)에 연결될 수 있다. 시스템 제어기(102)의 제1 음성 프롬프트(425)에 
관한 예를 들면, '이것은 존 듀이씨의 가입자 장치로부터 온 응답 신호를 포함한 알파 페이징 
시스템이다. 당신이 'star'를 치면 응답 신호를 수신하고, 'pound'를 치면 후에 복구된 응답 신호를 수신
하거나, 또는 Alphamate 컴퓨터를 작동시켜서 응답 신호를 캡쳐한다.'이다. 제1음성 프롬프트를 대신하여 
다른 프롬프트 문장이 시스템 제어기(102)에 저장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다. 대체 
상황에서는, 호가 발생된 후 핸드셋(315)에 의해서 호가 응답되지 않을 때, 메시지 제어기(325)는 전화 
인터 페이스(310)을 제어하여 전화 호를 응답하고 전화선 스위치(335)를 제어하여 핸드셋(315)를 차단시
킨다. 메시지 제어기(320)은 터미널 음성 프롬프트(365)를 송신하고 이것은 음성 메시지를 음성 기록기
(355)에 저장하도록 청취자에게 명령한다. 메시지 제어기(115)의 터미널 음성 프롬프트(365)에 대한 문장 
예를들면 '나는 조 곤입니다. 잠깐 외출중이오니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다. 터미널 음성 프롬프트(365)가 종료되면, 데이터 모드 신호 발생기(367)은 메시지 제
어기(320)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 모드 신호를 탐색하고 D/A 변환기(345)에서 아날로그로 변환
되어 메시지 제어기(320)에  의해서  시스템  제어기(102)로  송신된다.  데이터  모드  신호는  소정  세트의 
DTMF톤이며 표준 전화기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응답 신호가 디지털 형태로 송신될 수 있는 시스템 제어기
(102)를 지시한다. 호출 부분이 시스템 제어기가 아닐 때, 호출 부분은 데이터 모드 신호를 청취할 것이
고, 음성 기록기(355) 내에 메시징 터미널(115)에 의해서 저장 되는 저장 음성 메시지 송신을 시작하는 
표식으로써 전형적인 자동 응답기처럼 소리를 낸다. 본 예에서, 호출부가 시스템 제어기일 때 데이터 모
드 신호는 시스템 제어기(102)와 메시징 터미널(115) 간의 모뎀 교환을 시작하여 시스템 제어기(102)로부
터 메시지 제어기(302)로 응답 신호를 디지털 전송한다. 음성 프롬프트의 결과로 사용자의 동작과 데이터 
모드 신호를 제어기(102)로 송신하는 것은 메시징 터미널(115)에서 핸드셋 사용자로 또는 메시징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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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를 호출하는 핸드셋 사용자에게 고속(300 보우(baud) 이상) 모뎀 접속 톤을 자극적으로 보내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메시징 터미널(115)로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응답 신호는 호에 대한 응답자에게  가장 
적당한(디지털 또는 음성) 방식으로 송신된다. 데이터 모드 신호는 신호를 들은 핸드셋 사용자를 자극하
기 않기 위해서 선택된 세 가지 톤 다중 주파수 신호 또는 다중 주파수 톤 시퀀스와 같은 상이한 신호를 
대채 할 수 있다. 

메시징 터미널(114)는 본 발명의 바림직한 실시예에 따라 메시징 터미널(115)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메시징 터미널(111 및 113)은 단지 핸드셋이 없는 메시징 터미널(115)의 기능을 제공한다. 응답 신호는, 
실질적으로 최소한 일종의 스위치 무선 터미널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일 예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셀룰라 전화기는 음성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전화 호를 사용하여 응답 신호를 수신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진다. 

제4도를 참조하면, 제1도의 메시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외부 자동응답기(210)를 가진 메시징 
터미널(118)의 전기 블록도로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것이다. 메시징 터미널(118)은 데스크
톱 메시징 터미널(220), 자동 응답기(21), 및 전화 핸드셋(23)을 포함한다. 데스크톱 메시징 터미널(22

0)은 모토롤라에서 제작된 모델 N1593A AlphaMate  데스크톱 페이지 입력 터미널이 바람직하다. 자동응
답기(210)는 뉴욕주의 뉴욕에 있는 미국 전신 전화 회사에 의해 제작된 모델 1337 자동응답기가 바람직 
하나, 기타 가능한 기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핸드셋(230)은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는 노던 텔레콤사
에서 제조한 모델 NT4L21AA-35 핸드셋이 바람직하나, 기타 가능한 기계도 사용할 있은 것이다. STN(108)
으로부터 전화선은 자동 응답기(210)의 접속 '라인'에 연결된다. 핸드셋(230)과 메시지 장치(220)는 자동 
응답기의 '전화' 접속과 병렬로 연결되고, 이것은 해당분야에 익숙한 자는 잘 알 것이다. 데스크톱 메시
징 터미널(220)은 메시지 발생 가능성과 미응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제2예에서, 메시지는 메시징 터미 널(118)(제1도)에서 발생하여 
휴대용 수신 장치(106)에 송신된다. 메시지는 메시징 터미널(118)에서 필요로 하는 응답 신호를 뽑아 내
어야 하며, 그러므로 시스템 제어기(102)로 메시지를 운반하는 전화 호 동안, 메시징 터미널(118)의 응답 
전화 번호는 메시징 터미널(115)가 전화 핸드셋에서 음성 모드로 응답되는 표식에 따라 시스템 제어기
(102)로 운반된다. 응답 신호는 제3도에 설명된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 제어기(102)에 의해 
응답 전화 번호와 결합한다. 

제2예에서, 시스템 제어기(102)는 응답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여 메시징 터미널(118)로 전화 호를 발생
시킨다. 호는 핸드셋 사용자 또는 자동 응답기(210)에 의해 응답된다. 시스템 제어기(102)로부터의 제1음
성 프롬프트(425)는 핸드셋 사 용자가 전화 호를 제어하도록 지시하고, 핸드셋(230)과 자동응답기(210)을 
연결한다. 전화 호가 핸드셋(230)을 사용하여 응답될 때, 시스템 제어기로부터 응답 신호의 음성 버전을 
초기화 하고, 또는 응답 신호가 후에 송신되도록 명령이 전화 키패드에서 입력된다. 전화 호가 자동 응답
기(210)에 의해 응답될 때, 제1음성 프롬프트로의 응답 신호에서 돌아오는 명령은 없다. 소정의 지연 후, 
시스템 제어기(102)는, '무응답 송신' 옵션이 제1값으로 설정될 때 음성 형태의 응답 신호로 송신되고,
 '무응답 송신' 옵션이 제2값으로 설정될 때 이후 송신되는 응답 신호를 저장한다. 시스템 제어기간의 상
호동작은 메시징 터미널(118)로 음성 형태로 응답 신호 공급을 가능케 하고 메시징 터미널(118)에서 핸드
셋 사용자에게 (전화 응답 전화에서 디지털 장치 메시징 터미널의 존재를 구축하기 위해 타 시스템에 사
용될 수 있는) 고속(300 보우 이상)모뎀 접속 톤으로 잘못된 표현을 피한다. 응답 신호는 호 응답자에 대
하여 가장 적당한 방식(음성)으로 송신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단지 전화 핸드셋 뿐인 메
시징 터미널(101)과 시스템 제어기(102) 간의 상호 동작은 메시징 터미널(101)에서 자동 응답기 기능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메시징 터미널(118)에 대한 상기 설명된 상호 동작과 동일할 것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에에 따라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 사용된 메시지 초기화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단계(510)에서, 발신자는 시스템 제어기로 발신 전화 호를 발생한다. 발신자는 메시징 터미널
(101, 114, 115 또는 118)에 있는 사람처럼 전화 핸드셋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발신자는 저장된 디지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시징 터미널(111, 113, 114, 115 또는 118)에서처럼 데스크톱 메시징 터미널 또
는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 메시지는 무선 터미널 또는 또다른 메시징 터미널(101, 111, 113, 114, 115 
또는 118)이 될 수 있는 수신자로 시스템 제어기(102)에 의해 공급된다. 전화 호 발신동안, 메시지는 발
신자와 미래의 수신자에 따라 디지털 또는 음성 형태로 시스템 제어기(102)로 전송되고, 단계(513)에서 
수신자에게 송신하고 수신자로부터 돌아온 응답 신호와 결합하기 위해서 메시지 메모리(408)에 저장된다. 
발신자의 전화 호 동안, 응답 전화 번호는 메시지로의 응답 신호가 수신자로부터 시스템 제어기(102)에 
의해서 수신되는 경우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응답 전화 번호는 메시징 터미널 또는 무선 교
환 터미널에 대한 전화 번호이다. 응답 전화 번호는 단계(515)에서, 발신자가 사람일 경우 DTMF 명령의 
특정 시퀀스에 따라 또는 특정 음성 프롬프트에 따라 입력되는 것 처럼, 응답 전화 번호가 발신자 전화 
호 동안 시스템 제어기(102)로 통신될 때 발신자로부터 얻어진다. 다른 방법으로는, 응답 전화 번호는 단
계(515)에서 발신자가 메시지 장치 또는 컴퓨터일 경우 소정의 디지털 메시지부에서 통신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 및 다른 방법 등은 해당 분야에서 숙련된 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발신자가 발신자 전화 호 동
안 응답 전화 번호를 확실하게 통신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시스템 제어기(102)의 옵션이 응답 전화 번호처
럼 발신 전화 번호를 사용하도록 설정될 때, 응답 전화 번호는 자동 번호 판별기(ANI)를 사용하여 단계
(515)에서 전화 호가 발생하는 동안 STN(108)에 의해서 시스템 제어기(102)와 통신하는 발신 전화 번호로
부터 얻어진다. 발신자가 발신 전화 호 동안 응답 전화 번호를 확실하게 통신하지 않을 때, 시스템 제어
기(102)의 옵션이 응답 전화 번호로 발신 전화 번호를 사용하도록 설정 되지 않을 때, 및 잘못된 응답 전
화 번호를 사용하는 옵션이 설정될 때, 응답 전화 번호는 단계 (515)에서 시스템 제어기(102)의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440)에 있는 각각의 가입자에 대하여 저장된 잘못된 응답 전화 번호로부터 얻어진다. 

단계(515)에서 응답 전화 번호를 얻을 수 없을 때 응답 신호는 '응답 정지' 를 타이핑하고, 얻어진 응답 
전화 번호가 없는 소정의 전화 번호가 단계(520)에서 메시지에 따라 메시지 메모리(408)에 저장된다. 단
계(515)에서 응답 전화 번호가 얻어지면 메시지에 따라 단계(515)에서 응답 전화 번호가 메시지 메모리
(408)에  저장된다.  응답 신호 형태는 발신자가 사람일 경우 사람이 키패드를 조작하여 시스템 제어기
(102)로부터 음성 프롬프트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결과 표준 DTMF 톤에서 (DTMF톤은 숫자, 파운드 표식, 
및 별 표식을 나타낸다) 시스템 제어기(102)로 전송 되고 DTMF 톤은 검출되어 응답 신호 형태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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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된다. 발신자가 메시 지 장치일 경우 소정의 데이터 시퀀스부 내의 데이터에 의해서, 또는 소정의 
특정한 기호 시퀀스에 의한 선행 데이터에 의해서, 또는 해당 분야의 숙련된 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타 방
법으로 응답 신호 형태는 전화 호 동안 통신되는 데이터 시퀀스에서 표시된다. 단계(525)에서 응답 신호 
형태가 '정지' 응답 신호 형태로 결정될 경우, '정지' 응답 신호 형태는 단계(520)에서 저장된 메시지와 
결합하여 메시지 메모리(408)에 저장된다. 응답 신호 형태가 단계(530)에서 '모뎀 전용' 형태의 응답 신
호로 결정될 경우, '모뎀 전용' 응답 신호 형태는 단계(535)에서 저장된 메시지와 결합하여 메시지 메모
리(408)에  저장된다.  단계(540)에서  응답  신호  형태가  '모뎀  지향'  형태의  응답  신호  형태로  결정될 
경우, '모뎀 지향' 응답 신호 형태는 단계(550)에서 저정된 메시지와 결합하여 메시지 메모리(408)에 저
장된다.  단계(540)에서 응답 신호 형태가 '핸드셋 요구'  형태의 응답 신호로 결정될 경우,  또는 단계
(540)에서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응답 신호가 없을 경우, '핸드셋 요구' 응답 신호 형태는 단계(545)에서 
저장된 메시지와 결합하여 메시지 메모리(408)에 저장된다. 

응답 신호가 수신자로부터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에서 수신될 때, 응답 신호와 메시지간에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에 의해,상기 제1예에서 설명된 것 처 럼, 메시지에 따라 응답 전화 번호와 응답 신호 형태로 
결합된다. 응답 신호 형태 가 '모뎀 전용', '모뎀 요구' 또는 '핸드셋 요구'일 경우, 응답 신호는 이하 
설명과 같이 응답 신호 처리기의 제어하에 응답 신호의 형태에 따라 결합된 응답 전화 번호에서 메시징 
터미널로 송신된다. 

제6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서 사용된 '모뎀 전용' 응답 신호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메시징 터미널(111)용 '모뎀 전용' 형태의 응답 신호는 단계(610)에서 상기에 
설명된 것처럼,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에 의해 결정된다. 단계(615)에서, 응답 신호 처리기(420)는 메
시징 터미널(111)용 전화번호인 응답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전화 인터페이스(406)의 수단에 의해 응
답 전화 호를 초기화한다. 응답 전화 번호가 다이얼링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는 종료시까지 제1소
정기간을 갖는 응답 타이머(422)를 시동한다. 응답 타이머(422)의 제1소정기간은 메시징 터미널(111 및 
113)처럼 모뎀 수단에 의해 단지 전화 호에 응답하는 메시징 터미널에 의해 응답이 종료되도록 선택된다. 
여기서 응답은 거의 동일한 두 개의 전화 링을 필요로 한다. 응답 전화 호가, 단계(620)에서 응답 타이머
(422)의 증료 이전에 소정 세트의 모뎀 접속 신호중 하나를 응답 신호 처리기(420)에 의해 수신하여 메시
징 터미널(111)에 의해 응답될 때, 소정 모뎀 접속 신호는 전화 인터페이스(406)에 의해 검색되고 응답 
신호 처리기로 통신된다. 응답 신호 처리기(420)는 재 시동될 때까지 종료되는 것을 막는 응답 타이머
(422)를 인터럽트하고, 단계(625)에서 소정 모뎀 응답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전화 인터페이스(406)에 명
령한다. 모뎀 접속 및 응답 신호는 CCITT(국제 전신 전화 자문 위원회) 모뎀 규격에 상세 기재된 것이 바
람직하다. 메시징 터미널(111)과 응답 신호 처리기(420)가 CCITT 규격서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 및 프
로토콜을 구성할 때, 응답 신호는 단계(630)에서 메시징 터미널(111)로 디지털 형태로 전송된다. 데이터 
교환이 완료되면, 응답 전화 호는 단계(635)에서 종료된다. 

단계(620)에서, 응답 전화 호가 응답 타이머(422)의 종료 이전에 응답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응답 
없음'이고, 단계(640)에서 응답 타이머(422)는 종료하고 응답 신호 처리기(420)는 이후 시간에 응답을 재
시도하기 위한 이유를 메시지 메모리 내에서 잘라내고, 단계(645)에서 이후 송신 시도에 대한 응답 신호
를 요청한다. 

제7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 사용된 '핸드셋 요구' 응답 신호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메시징 터미널(115)용 '핸드셋 요구' 형태의 응답 신호는 단계
(710)에서 상기 설명과 같이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에 의해 결정된다. 단계(715)에서, 응답 신호 처리
기(420)는 메시징 터미널(115)용 전화 번호인 응답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전화 인터페이스(406)의 수
단에 의해 응답 전화 번호를 초기화한다. 응답 전화 번호가 다이얼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는 증료
시까지 제2소정 간격을 갖는 응답 타이머(422)를 시동한다. 응답 타이머(422)의 제2소정 간격은 메시징 
터미널(114 및 115) 처럼 전화 핸드셋 또는 메시지 장치 또는 컴퓨터 수단에 의해 전화 호에 응답하는 메
시징  터미널에  의해  응답  요구를  위해  선택되고,  응답은  전형적으로  여러번의  동일한  전화  호를 
요구한다. 단계(720)에서, 응답 전화 호가 응답 타이머(422)의 종료 이전에 응답 될 때, 응답 신호 처리
기는 응답 타이머(422)가 다시 재시동 되지않고 종료되는 것을 막는 응답 타이머(422)를 인터럽트하고, 
단계(725)에서 전화 인터페이스(406)에 의해 전화선으로 제1음성 프롬프트(425) 접속은 응답 신호 처리기
(420)로부터  초기화된다.  제1음성  프롬프트(425)는  응답  신호  처리기(425)내에서  음성  프롬프트 회로
(421)에 의해 발생된다. 제1음성 프롬프트(425)가 단계(725)에서 초기화 될 경우, 종료까지 제3소정 간격
을 갖는 모드 타이머(423)는 단계(730)에서 시작된다. 제3소정 간격은 메시징 터미널(115)이 제3음성 프
롬프트와 상기 기술된 데이터 모드 신호를 보내도록 전형적으로 선택된다. 데이터 모드 신호가 단계(73
5)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 검출기(424)에 의해 검출되고 모드 타이머(423)의 종료 이전에 수신될 경우, 응
답 신호 처리기(420)는,  모드 타이머(423)가 다시 재시동 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막는 모드 타이머
(423)를 인터럽트하고, 단계(740)에서,  시스템 제어기(102)로부터 메시징 터미널(115)로 송신되는 모뎀 
접속 신호를 시작하고, 디지털 형태로 메시징 터미널(115)로 응답 신호를 송신하고, 및 호를 종료시키는 
메시징 터미널(115)로 디지털 모드에 의해 응답 신호의 송신을 명령한다.

단계(720)에서, 응답 전화 호가 응답 타이머(422)의 종료 이전에 응답되지 않을 경우, 응답 타이머(422)
는 종료되고, 단계(640)에서 응답 신호 처리기는 메시지 메모리에서 이 경우 '응답 없음'인 이후 시간에 
응답 신호를 재시도하기 위한 이유를 차단하는 재시도 응답 모드를 사용하는 응답 신호를 송신하고, 단계
(645)에서 이후 송신 시도를 위한 응답 신호를 필요로 한다. 

단계(735)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가 모드 타이머(423)의 종료 이전에 수신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일 이상의 
DTMF 신호가 DTMF 톤 검출기(431)에 의해서 검출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소정의 DTMF 시퀀스가 
DTMF 톤 검출기(431)을 사용하여 수신되는지를 결정한다. 단계(770)에서, 응답 신호의 음성 형태가 사용
되도록 지시하는 제1소정의 DTMF 시퀀스가 DTMF 톤 검출기(431)에 의해서 검출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
(420)은 음성 모드를 사용하는 응답 신호를 송신하고 모드 타이머(423)을 인터럽트하여 모드 타이머(42
3)이 다시 시동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막는다. 단계(780)에서,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메시지 메모리
(408)에 저장된 디지털 형태의 응답 신호를 디지털-음성 변환기(432)를 사용하여 음성 형태의 응답 신호
로 변환하고 전화 인터 페이스(406)을 통해서 음성 형태의 응답 신호를 메시지 터미 널(115)로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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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음성 모드를 사용하여 음성 형태로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디지털-음성 변환기
(432)는 메시지 시스템(100)에서 통상적으로 만나는 정보에 따른 일 세트의 저장된 디지털 음성 시그먼트
를 포함하는데, 즉 'call', 'me' 등과 같은 숫자, 보통 기호, 및 보통 단어와 같은 것이다. 단계(775)에
서 응답 신호가 이후에 재시도 되는 것을 지시하는 제2소정 DTMF 시퀀스가 메시징 터미널(115)로부터 수
신되고 DTMF 톤 검출기(431)에 의해서 검출될 때, 응답 처리기(420)은 모드 타이머(423)이 재시동 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막고, 상기 설명과 같이 '터미널 지향 재시도'로 차단되는 이후의 시간에서 응답 신
호를 재시도하는 이유로 재시도 응답 신호 모드를 사용하는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단계(735)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가 수신되지 않고 모드 타이머(423)이 종료되기 전에 단계(750)에서 DTMF 톤 발생기(431)에 의
해서 검출되지 않으며, 단계(755)에서 자동 응답기 검출기(429)가 자동 응답기 음을 검출할 때, 응답 신
호 처리기(420)은 모드 타이머(423)이 재시도 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막으며, 상기 설명과 같이 음성 
모드를 사용하는 응답 신호를 공급한다. 단계(735)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가 수신되지 않고, DTMF 신호는 
단계(750)에서 DTMF 톤 발생기(431)에 의해 검출되지 않고, 단계(755)에서 모드 타이머(423)의 종료 이전
에 자동 응답 검출기(429)는 자동 응답기 음을 검출하지 않을 때, 단계(745)에서 모드 타이머(423)은 종
료되고, 단계(745)에서 모드 타이머(423)이 종료될 때, 그리고 단계(760)에서 메시지 메모리(408) 내의 
송신 옵션이 설정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단계(735)에서 처리를 계속한다. 단계(745)에서 모드 
타이머(423)이 종료되고 단계(760)에서 메시지 메모리(408)  내의 송신 옵션이 설정되지 않을 때, 단계
(765)에서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제2음성 프롬프트(426)을 발생하고, 단계(780)에서 음성 모드를 사용
하는 응답 신호를 사용한다. 제2음성 프롬프트(426)은 응답 신호 처리기(420) 내에서 음성 프롬프트 회로
(421)에 의해서 발생된다. 제2음성 프롬프트(765) 문장은 '모드 선택없이 응답 신호는 음성 모드에 전송
된다'이며, 다른 문장이 제2음성 응답 신호로 저장되더라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단계(745)에서 모드 타이
머(423)이 종료되고 메시지 메모리(408) 내에 송신 옵션이 설정되지 않을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상기 설명과 같이 재시도 응답 신호 모드를 사용하여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제8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의 시스템 제어기에서 사용된 '모뎀 지향' 응답 신호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810)에서, 상기 설명과 같이 터미널(115)를 관리하는 '모뎀 
지향' 형태의 응답 신호는 메시지 입력 처리기(404)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계(815)에서, 메시징 터미널
(115)에 대한 전화 번호인 응답 전화 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응답 처리기(420)은 전화 인터페이스(406)의 
수단에 의해서 응답 전화 호를 초기화 시킨다. 응답 전화 번호가 다이얼링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
은 종료시까지 제2소정 간격을 갖는 응답 타이머 (420)을 시동한다. 단계(820)에서, 응답 전화 호가 응답 
타이머(420)의 종료 이전에 응답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는 응답 타이머(422)가 재시동 되지 않고 종료되
는 것을 막는 응답 타이머(422)를 인터럽트하고, 단계(825)에서, 제3음성 프롬프트(427)의 연결은 전화 
인터페이스(406)에  의해서  응답  신호  처리기(420)으로부터  전화선으로  초기화된다.  제3음성 프롬프트
(425)는 응답 신호 처리기(420)에서 음성 프롬프트 회로(421)에 의해서 발생된다. 제3음성 프롬프트(42
7)의 문장은 '이것은 전화번호와 연결된 메시지 장치용 디지털 응답 신호를 가진 알파 페이징 
시스템이다. 응답 신호를 후에 송신하기 위해서 장치를 가동시키거나 파운드 키를 누르시오'이며, 제3음
성  프롬프트(427)에  다른  문장이  저장되더라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단계(825)에서,  제3음성 프롬프트
(427)이 초기화 되었을 때, 종료시 까지 제 3소정 간격을 갖는 모드 타이머(423)은 단계(830)에서 시동된
다. 단계(835)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가 모드 타이머(423)의 종료 이전에 수신되고 데이터 모드 신호 검
출기(424)에 의해서 검출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모드 타이머(423)을 인터럽트 시켜서 모드 타이
머(423)이 재시동 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막으며, 디지털 모드에 의해서 메시징 터미널(115)로 응답 신
호 송신을 명령하여, 단계(840)에서 시스템 제어기(102)로부터 메시징 터미널(115)로 모뎀 접속 신호 송
신을 시작하고, 디지털 형태로 응답 신호를 메시징 터미널(115)로 송신을 계속하며, 호를 종료한다. 

단계(820)에서, 응답 전화 호가 응답 타이머(422)의 종료 이전에 응답되지 않을 때, 응답 타이머(422)는 
종료하고,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재시도 응답 신호 모드를 사용하여 응답 신호를 송신하여, 단계(64
0)에서, 메시지 메모리 내에서 '응답 없음'라는 응답 신호를 이후이 재시도하는 이유를 차단하고, 단계
(645)에서 이후 공급시도를 위해서 응답 신호를 재대기한다. 

단계(835)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가 모드 타이머(423)의 종료 이전에 수신되 지 않을 때, 그리고 일 이상
의 DTMF 신호가 DTMF 톤 검출기(431)에 의해서 검출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소정 DTMF 시퀀스가 
DTMF 검출기(431)을 사용하여 수신되는 지를 결정한다. 단계(875)에서, 제2소정 DTMF 시퀀스가 메시징 터
미널(115)로부터 수신되고 DTMF 톤 검출기(431)에 의해서 검출될 때,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모드 타이
머(423)을 인터럽트하여 모드 타이머(423)이 재시동 되기 이전에 종료되는 것을 막으며, 상기 설명과 같
이 '터미널 지향 재시도'처럼 차단되는 이후의 시간에서 응답 신호를 재시도하는 이유를 가진 재시도 응
답 신호 모드를 사용하여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단계(835)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는 수신되지 않고, 단
계(850)에서, 모드 타이머(423)의 종료 이전에 DTMF 신호는 DTMF 톤 검출기 (431)에 의해서 검출되지 않
으며, 단계(745)에서, 모드 타이머(423)은 종료되고, 단계(735)에서,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처리를 계
속한다. 단계(845)에서, 모드 타이머가 종료될 때, 상기 설명과 같이 응답 신호 처리기(420)은 '데이터 
모드 신호 수신 없음'으로 차단되는 이후의 시간에 응답 신호를 재시도하는 이유를 가진 재시도 응답 신
호 모드를 사용하는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제9도는 본 발명의 바림직할 실시예에 따라, 제3도의 메시징 터미널(115)에서 사용된 응답 신호 수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메시징 터미널(114)는 실질적으로 메시징 터미널(114)의 부품들과 
동일한 부품들을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메시징 터미널(114)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단계(910)에서, 
전화 인터페이스(310)에 의해서 입수 전화 호가 검출될 때, 신호에 의해서 검색 동작이 메시지 제어기
(320)으로  연결된다.  메시지  제어기(320)은  단계(915)에서  종료시까지  소정  간격을  갖는  응답 타이머
(360)을 시동한다. 응답 타이머(360)의 소정 간격은 핸드셋 사용자에 의해서 응답 대기 상태로 선택되고, 
그것은 다수의 전화링과 동일하다. 단계(915)에서, 응답 전화 호가 응답 타이머(422)의 종료 이전에 응답 
되지 않을 때, 단계(925)에서 상기 설명과 같이 응답 타이머(422)는 종료되고, 메시지 제어기(320)은 터
미널로 음성 프롬프트를 송신한다. 음성 프롬프트가 완료되면, 상기 설명과 같이 단계(93)에서 데이터 모
드 신호가 송신된다. 터미널 음성 프롬프트(365)와 데이터 모드 신호는 메시지 제어기(320)에 디지털 신
호로 저장되고, 그것은 D/A 변환기(340)에 의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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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920)에서, 응답 전화 호가 응답 타이머(360)의 종료 이전에 응답 될 때, 메시지 제어기(320)은 응답 
타이머(360)을 인터럽트하여, 응답 타이머(360)이 재시동 되지않고 종료되는 것을 막으며, 핸드셋 사용자
가 응답 신호의 디지털 수신용 메시지 제어기(320)으로 응답 전화 호를 다시 제어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
을 지시하는 소정의 DTMF 톤 시퀀스 동안, 메시지 제어기(320)은 A/D 변환기(345)를 통해서 전화선 출력 
오디오를 감시한다. 단계(940)에서, 핸드셋 사용자가 응답 전화 호를 다시 제어 하도록 결정된 것을 지시
하는 소정의 DTMF 톤 시퀀스가 검출될 때, 단계(930)에서 메시지 제어기(320)은 전화 호로부터 핸드셋을 
차단하고 시스템 제어기(102)로 데이터 모드 신호를 송신하여, D/A 변환기(340)을 사용하는 데이터 모드 
신호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을 수행한다. 단계(940)에서 핸드셋 사용자가 응답 전화 호의 호를 다시 제
어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을 지시하는 소정의 DTMF  톤 시퀀스가 전화 호 동안 수신되지 않을 때, 단계
(910)에서 처리는 계속되고 다음 전화 호를 기다린다. 

단계(930)에서, 데이터 모드 신호가 송신된 후, 메시지 제어기(320)은 음성 기록기(355)를 시동하여, 단
계(935)에서 나머지 전화 호 동안 수신된 오디오를 메모리에 저저장을 시작한다. 수신된 오디오는 A/D 변
환기(345)에 의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형태로 변환되고, 디지털로 저장되며, 자기 테이프상에 아날로그 
신호처럼 다른 형태로 기록되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단계(935)에서, 종료시까지 소정 간격을 갖는 모뎀 
타이머(375)가 시작된다. 단계(945)에서, 모뎀 접속 신호가 모뎀 타이머(375)의 종료이전에 모뎀 접속 신
호 검출기(370)에 의해서 검출되지 않을 경우, 단계(965)에서 모뎀 타이머(375)는 종료되고, 음성 기록기
(355)는 단계(975)에서 전화 호가 종료될 때까지 단계(970)에서 전화 호 동안 수신된 오디오 기록을 계속 
한다. 

단계(945)에서, 모뎀 접속 신호가 모뎀 타이머(375)의 종료 이전에 모뎀 접속 신호 검출기(370)에 의해서 
검출될 때, 단계(950)에서 메시지 제어기(320)은 모뎀 타이머(375)를 인터럽트하여 모뎀 타이머(375)가 
재시동 될 때까지 종료되는 것을 막으며 아날로그 기록을 취소하고, 그것은 단계(935)에서 시작된다. 단
계(955)에서, 메시지 제어기(320)은 모뎀 응답 신호를 송신한다. 이러한 예에서 호출장치는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시스템 제어기(102)이며, 모뎀 응답 신호 및 디지탈 응답 신호는 단계(960)에서 수신되어 전화 
호를 종료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기술된 바와 같이, 터미널 장치(114 및 115)로 송신하기 위해서 응답 
신호가 시스템 제어기(102)에 의해서 관리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시스템 제어기와 메시징 터미널 간의 논리적인 상호 동작은 동일하여 같은 능력을 사용하는 사랄들간
에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2. 메시지 시스템은 응답 신호의 계획된 수신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응답 신호의 계획된 수신기에 관한 알려진 특성에 기초하여, 메시지 시스템 제어기는 메시징 터미널과 
바람직한 상호 동작 논리 흐름을 갖는다. 

4. 디지털 메시지와 응답 신호를 발생하고 수신하기 위해 설계된 메시징 터미널은 메시지 발신시에 적당
한 정보를 제어기로 송신하도록 설계된다. 

5. 메시징 터미널은 기능적으로 깨끗한 인터페이스를 메시지 시스템의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음성 호출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 응답기 형태의 동작에 부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자동 응
답기 기능을 수행하고 또는 외부 자동 응답기로 접속되어 이루어 진다. 

6. 시스템 제어기 및 메시징 터미널 입력 및 응답 신호 장치는 응답 신호, 사용자, 및 터미널 형태로 적
당한 동사화 및 모뎀 통신중에 선택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시지에 대한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는, 시스템 제어기를 이용하여, 전화 
교환망(STN)을 포함하는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응답 전화 번호의 메시징 터미널에 전달되며, 상기 메시징 
터미널은 음성 수신 모드와 데이터 수신 모드중 적어도 하나의 모드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제어기는 
전화 인터페이스, 메시지 입력 처리기, 메시지 메모리 및 전화 응답 처리기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
기 메시지 입력 처리기에 의해 상기 메시지 및 상기 응답 전화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와 이
에 대응하는 상기 응답 전화 번호를 상기 메시지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응
답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상기 메시지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메시지와 연관시키는 단계, 상기 응답 신호
와 연관된 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 전화 번호를 상기 메시지 메모리로부터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전화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STN을 통해, 상기 검색된 응답 전화 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메시징 터미널에 응답 
전화 호를 개설하여, 상기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 모드에 따라 상기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
며, 상기 메시지 시스템은 선택적 호 무선 통신 시스템(selective call radio communication system)을 
더 포함하고, 상기 응답 신호는, 선택적 호 무선 통신 단말 장치로부터 상기 메시징 터미널에 송신되기 
위해, 상기 메시지 입력 처리기에 의해 상기 시스템 제어기에서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답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는  상기  선택적  호  무선  단말  장치(selective  call  radio  terminal 
device)로부터의 승인 신호(acknowledgemen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답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는, 상기 메시지 입력 처리기에 의해, 응답 하는 메시징 터미널로부터 상
기 메시징 터미널에 송신되기 위해 상기 시스템 제어기에서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답 신호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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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는 발신 전화 번호의 전화 호에 의해 발신되고, 상기 응답 전화 번호는 상기 
발신 전화 번호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답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는 디지털 형태로 상기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수신되고 상기 시스템 제어
기는 데이터-음성 변환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 모드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 모드의 판단 결과가 음성 수신 모드인 경우에 상
기 응답 신호를 상기 데이터-음성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형태에서 음성 형태로 변환하여 음성 형태의 응
답 신호를 상기 메시징 터미널에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 모드의 판단 결과가 데이
터 수신 모드인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응답 신호를 상기 메시징 터미널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답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제어기는 모드 신호 검출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응답 전화 호가 상기 응답 
신호의 송신 단계에서 개설될 때, 상기 수신 모드를 판단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메시징 터미널에 음성 
프롬프트를 송신하는 단계, 모드 타이머 -상기 모드 타이머는 인터럽트되지 않는다면 종료될 때까지 선정
된 기간을 가지며 인터럽트되면 종료되지 않음-를 시작시키는 단계, 상기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 모드를 
데이터 수신 모드로서 식별하고 상기 모드 타이머를 인터럽트하는 단계, 및 상기 모드 타이머가 종료될 
때, 상기 메시징 터미널의 수신 모드를 음성 수신 모드로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답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징 터미널은 응답 전송이 나중에 시도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재시도 모드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메시징 터미널이 상기 재시도 모드에 있을 때 나중의 전송 시도
(later delivery attempt)를 위해 응답 신호를 일시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
답 신호 송신 방법.

청구항 8 

메시지에 대한 응답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메시지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제어기에 있어서, 상기 응
답 신호는 교환 전화망(STN)을 포함하는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응답 전화 번호의 메시징 터미널에 송신되
고, 상기 메시징 터미널은 음성 수신 모드 및 데이터 수신 모드중 적어도 하나의 모드를 포함하며, 상기 
시스템 제어기는 전화 호를 상기 STN과 접속시키기 위해 상기 STN에 연결되는 전화 인터페 이스, 전화 호 
동안에 상기 메시지와 상기 응답 전화 번호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전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메시지 입
력 처리기,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는 상기 응답 전화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 입력 처리기에 연
결되는 메시지 메모리, 상기 응답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메시지 메모리에 저장된 메시지와 상기 응답 신
호를 연관시키고 상기 응답 신호에 연관된 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 전화 번호를 상기 메시지 메모리로부
터 검색하기 위한 상기 메시지 입력 처리기, 및 상기 검색된 응답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전화 인터
페이스로부터 상기 STN을 통해 상기 메시징 터미널로 연결되는 응답 전화 호를 개설하여, 상기 메시징 터
미널의 수신 모드에 따라 상기 응답 신호를 송신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 입력 처리기와 상기 전화 인터페
이스에 연결되는 전화 응답 처리기를 포함하고, 상기 메시지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선택적 호 무선 단말 
장치와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선택적 호 무선 통신 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 제
어기는 상기 하나 이상의 선택적 호 무선 단말 장치로부터 상기 메시징 터미널에 전달되는 상기 응답 신
호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 처리기 수단과 상기 송/수신기에 연결되는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제어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는 상기 메시지 입력 처리기에 의해 응답 메시징 터미널로부터 상기 메시
징 터미널에 전송되기 위해 상기 시스템 제어기에서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제어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는 디지털 형태로 상기 메시지 처리기에 의해 수신되며, 상기 메시징 터
미널의 수신 모드가 음성 수신 모드로 식별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를 디지털 형태에서 음성 형태로 변환
하기 위해, 상기 메시지 처리기에 연결되는 디지털-음성 변환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제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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