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8

     H04B 7/2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2월20일

10-0552867

2006년02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1-0048467 (65) 공개번호 10-2002-0086199

(22) 출원일자 2001년08월11일 (43) 공개일자 2002년11월18일

(30) 우선권주장 JP-P-2001-00139445 2001년05월10일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키가이샤 히타치세이사쿠쇼

일본국 도쿄토 치요다쿠 마루노우치 1초메 6반 6고

(72) 발명자 가따기시마꼬또

일본도꾜도지요다꾸마루노우찌1쪼메5-1신마루빌딩가부시키가이샤히

타치세이사쿠쇼지적소유권본부내

하세가와오사무

일본도꾜도지요다꾸마루노우찌1쪼메5-1신마루빌딩가부시키가이샤히

타치세이사쿠쇼지적소유권본부내

(74) 대리인 장수길

구영창

심사관 : 양정록

(54) 휴대 전화기 및 그 기지국

요약

통신 접속처가 휴대 전화기인 경우에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휴대 전화기 및 이에 이용하는 기지국을 실현한다.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 또는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가 대기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취득한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접

속처의 현지 시각을 얻는 시각 인식부와,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휴대 전화기에 설치한다. 또한, 기지국에 대기 등

록되어 있는 휴대 전화기의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발신측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에 이 기지국이 존재하는 위치의 시

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요구원의 휴대 전화기로 송신하는 수단을 기지국에 설치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휴대 전화기, 기지국, 안테나, 시각 인식부, 타임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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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블록 구성 및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시퀀스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표시의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표시의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시퀀스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표시의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시퀀스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표시의 일례를 나타내는 정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의 외관을 나타내는 정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 기지국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5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 기지국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6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 기지국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2 : 단말기

100 : 휴대 전화기

101: 안테나

102 : 무선부

103 : 신호 처리부

106 : 표시부

110 :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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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시각 표시가 가능한 휴대 전화기와 그 기지국에 관한 것으로, 특히 통화 상대편의 전화가 휴대 전화인 경우의 상

대편 현지 시각 표시에 적합한 휴대 전화에 관한 것이다.

시계 회로와 표시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휴대 전화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

대 전화에 표시된 시각은 사용자가 있는 장소의 시각만이고, 통신 접속처의 시각을 표시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

복수의 타임존을 갖는 미국이나 국제 전화의 경우, 시차를 의식하지 않고 발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 통신 접속처의

영업 시간대가 아니어서, 용건을 처리할 수 없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이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예를 들면 일본 특개평6-276262호 공보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접속처의 전화 번호와 발신자의

현지 시각으로부터 접속처 현지 시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국제 전화를 거는 경우, 상대 전화 번호의 상위 자릿수

의 국제 장거리 전화 번호 식별 부분으로부터 상대 나라 또는 지역을 식별하고, 식별한 나라 또는 지역과 발신자와의 시차

를 산출하고, 휴대 전화기 내의 시계(발신자의 현지 시각에 합치)와 산출한 시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현지 시각을 산출, 표

시하는 것이다.

종래 기술에서는 현지 시각을 휴대 전화기에 표시할 수 있지만, 접속처가 고정 전화인 경우에만 유효하고, 휴대 전화로 거

는 경우에는 유효한 기술 개시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휴대 전화의 급속한 보급 외에, 국외로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나가도 동일한 방식을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인 경우, 통신할

수 있는 국제 로밍 기능에 따라, 통신 상대편의 전화가 휴대 전화기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에 있다. 이 국제 로밍

기능은 유럽의 휴대 전화 규격인 GSM으로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 또한, ITU(국제 전기 통신 연합)에서는 국제 로밍 기능

이 탑재된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 전화기의 단말기 실현을 목표로 한 제3 세대 휴대 전화 시스템

의 표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휴대 전화기 간의 국제 통화가 일상화되면, 통신 상대가 지금 어느 나라·어느 지역에 있는지, 현지 시각은 몇 시

인지를 아는 것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특히 휴대 전화기인 경우에는 전화 번호에 국제 장거리 전

화 번호 식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대 전화를 갖고 국외 또는 타임 존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 경우, 휴대 전화

기의 전화 번호만으로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 상대가 있는 장소의 시각을 아는 것이 매우 곤란하

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대편 휴대 전화기의 현지 시각을 발신자가 알 수 있고, 뛰어난 편리성을 갖는 휴대 전화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접속의 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속처의 상황을 고려한 통화가 가능한 휴대

전화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 또는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가 대기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

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얻는 시각 인식부와, 인식된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도록 휴대 전화기를 구성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시각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시계 회로와,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 또는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가 대기 등록

되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취득한 위치 정보와 상기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얻는 시각 인식부와, 인

식된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표시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도록 휴대 전화기를 구성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기지국측에 있어서, 휴대 전화기가 접속되는 기지국으로서,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에서의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의 요구에 대하여 상기 기지국이 존재하는 위치의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요구원의 휴대 전화기로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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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휴대 전화기용 기지국이 존재하는 위치의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휴대 전화기에서의 요구에 따라 요

구원의 휴대 전화기로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한 기지국으로부터의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통화 상대의 현지

시각을 인식하여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휴대 전화에 저장하고, 소프트웨어의 저장 또는 실행에 대하여 과금 처리를 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대편 휴대 전화기의 현지 시각을 발신자가 알 수 있어, 뛰어난 편리성을 갖는 휴대 전화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접속의 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속처의 상황을 고려한 통화가 가능한 휴대 전

화기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도 1∼도 4 및 도 13에 의해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구성 및 시스템 구

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또, 도 13은 본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의 외관을 나타낸다. 또, 도 1, 도 13은 다른 실시예에서도

공통이다. 본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100: 이하, 단말기(1)]는 하드웨어 구성으로서, 안테나(101), 무선부(102), 부호화 복

호화 등의 처리를 행하는 신호 처리부(103), 마이크(104), 스피커(105), 표시부(106), 조작부(107), 전화 번호부나 각종

설정을 기억하는 기억부(108), 시계 회로(109) 및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부(110)를 갖고 있다. 조작부(107)에는 기능 키

(180∼182), 커서 이동 키(185∼ 188), 통화 종료 키(183), 발신 키(184) 및 입력 키(190)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 키

(180∼182)에는 휴대 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이 할당된다. 본 실시예에서 기능 키

(180)에는 선택 키로서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기능 키(181)에는 예를 들면 표시 화면을 하나 전으로 복귀하는 이전 실

행 키, 기능 키(182)에는 예를 들면 서브 메뉴의 선택 기능을 갖는 서브 메뉴 키 등의 기능이 부여된다. 커서 이동 키 중, 참

조 번호 185는 커서 상 방향 이동 키, 참조 번호 186은 커서 우측 방향 이동 키, 참조 번호 187은 커서 좌측 방향 이동 키,

참조 번호 188은 커서 하 방향 이동 키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 상하 좌우는 도 13에서 휴대 전화기(100)를 스피커(105)가

위, 마이크(104)가 아래가 되도록 하고 봤을 때의 상하 좌우에 대응한다. 입력 키(190)는 0∼9까지의 10개의 수치 키와 *

(별표) 키 및 #(샵) 키로 이루어지고, 전화 번호, 메일 어드레스의 입력 외에, 메일 문장 또는 검색 키워드 등의 통신 기능

및 브라우저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에 이용된다. 상기한 하드웨어 구성은 일반적인 휴대 전화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그 제어 방법에 특징이 있다.

지금, 단말기(1)가 통신망(400)에 접속된 지역 A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A에 위치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 다른 타임 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B에 위치 등록되어 있는 휴대 전화[300: 이하, 단말기(2)]에 접속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단말기(1)

가 단말기(2)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기까지의 순서의 일례를 도 2에 도시한다. 우선, 단말기(2)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 B에

위치 등록을 하여 대기 동작에 들어간다(단계 601∼603). 기지국 B는 시계 회로(203)를 갖고 있으며, 이 시계 회로는 지역

B의 현지 시각에 일치하고 있다. 또한, 기지국 B의 송신 장치는 발신측으로부터 요구되었을 때 이 현지 시각을 시각 정보

로서 요구원에 송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단말기(1)가 단말기(2)에 대하여 발신할 때 사용자는 조작부(107)로부터 단말

기(2)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기억부(108)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호출한 후에 조작부(107)에 있

는 발신 버튼(184)을 누른다. 단말기(1)의 제어부는 발신 처리를 행할 때, 접속처인 단말기(2)가 위치 등록되어 있는 기지

국 B에 대하여 단말기(2)로 곧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시각 정보를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처리를 행한다. 이 요구를 수

신한 기지국 B는 요구원인 단말기(1)에 대하여 자국 내에 설치한 시계 회로로부터 단말기(2)가 있는 지역 B의 현지 시각

정보를 회신한다. 여기서, 나타내는 현지 시각 정보는 시각 그 자체나, 단말기(1)와의 시차 정보, 타임존의 정보 등으로 하

여도 좋다.

접속처의 현지 시각 정보를 취득한 단말기(1)는 제어부(110) 및 신호 처리부(103)를 이용하여 현지 시각을 인식하고, 표시

부(106)에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도록 제어부(110)로 제어한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부(110) 및 신호 처리부

(103)가 시각 인식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제어부(110) 또는 신호 처리부(103) 중 어느 한쪽만으로 시각을 인식

할 수 있어도 좋다. 접속처의 현지 시각 정보가 타임존인 경우, 예를 들면 기억부(108)에 타임존 간의 시차를 정리한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을 사전에 기억해 두고, 자국의 시계 회로(109)가 나타내는 시각과 룩-업 테이블로부터 참조한 시

차 정보로부터 접속처 시각 정보를 산출해도 좋다. 단말기(1)의 제어부(110)는 접속처 현지 시각을 표시한 후에 발신 여부

를 선택하는 선택 화면을 표시부(106)에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단말기(1)의 사용자는 표시부(106)에 표시된 단말기(2)의

현지 시각을 참고로 하고, 이대로 단말기(2)로 발신할지의 여부를 조작부(107)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단말기(1)의 사용자

가 발신을 결정한 경우, 단말기(1)의 제어부는 접속처인 단말기(2)가 위치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 B에 대하여 단말기(2)에

접속하도록 요구하는 처리를 행한다. 이를 수신한 기지국 B는 단말기(2)에 대한 착신 처리를 행하고, 단말기(2)로부터 착

신 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단말기(1)와의 통화를 개시하도록 단말기 회선을 접속하는 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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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1)에서의 이상의 처리 순서는 기억부(108)에 기억되어 있으며, 이를 제어부(110)가 호출하여 처리를 실행한다. 도

3은 단말기(1)의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말기(1)가 발신할 때 사용자는 조작부(107)로 단말기(2)의 전화 번

호를 입력하고(단계 610), 그 후, 조작부에 있는 발신 버튼(184)을 누른다(단계 611). 제어부(11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

대편 휴대 전화기가 위치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상대편의 현지 시각 정보를 취득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612).

다음으로, 제어부(110)는 취득한 현지 시각이 단말기(1)의 타임존과 일치하고 있는지의 판정을 행하고(단계 613), 일치하

고 있는 경우(단계 613-Y)는 통상의 발신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다른 경우(단계 613-N)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

시부(106)에 상대편 현지 시각을 표시(단계 614)한 후, 발신 결정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을 표시부(106)에 표시(단계 615)

하도록 제어를 행한다. 제어부(110)는 조작부(107)로부터의 입력이 발신 결정이면(단계 615-Y) 발신 처리를 행하고(단계

616), 발신 처리 종료에 따라 처리를 종료(단계 900)하여 대기 상태로 복귀하고, 발신 취소이면(단계 615-N) 발신 처리를

행하지 않고 처리를 종료(단계 900)하여 대기 상태로 복귀한다.

단계 614, 615에 있어서, 단말기(1)의 표시부(106)에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속처의 전화 번호(501), 접속 상대의

현지 시각(502), 자국 시각(503), 사용자에게 발신 여부를 문의하는 표시(504) 및 선택지(選擇枝)(505, 506)가 표시된다.

선택지의 선택은 표시 화면 상의 버튼(505, 506) 중 어느 하나에 커서를 정합하여 선택 키(180)를 조작하거나, 버튼(505,

506)을 기능 키 또는 수치 키에 대응시키고(예를 들면 YES: 버튼(506)은 「1」의 키, NO: 버튼(505)은 「3」의 키), 버튼

(505, 506)에 대응하는 키의 입력 조작에 의해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 접속 상대의 현지 시각(502), 자국 시각(503)이 디

지털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날로그 시계형으로 표시되어도 좋다. 또한, 표시부(106)의 백 라이트나 발광 다이오드(도면에

미도시)의 색에 의해 시간대를 표현해도 좋다. 시각 외에 날짜도 표시하여도 좋다. 또한, 발신자에 대한 시각 통지는 표시

부(106)를 이용하는 대신, 신호 처리부(103)에 의한 음성 합성을 행하고, 스피커(105)를 이용하여 음성에 의한 통지를 행

하도록 제어부(110)가 제어해도 좋다. 즉, 신호 처리부(103), 스피커(105) 및 제어부(110)가 통지부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휴대 전화기의 사용자가 통신 접속 전에 상대의 현지 시각을 알 수 있고, 상대편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향상된다. 또한, 상대의 현지 시각 표시를 확인하여 발신자가 발신을 취소하였을 때,

상대의 휴대 전화기를 명동(鳴動)시키지 않고 취소할 수 있어서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도 5∼도 7에 의해 설명한다. 도 5는 본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는 제1 실시예에서 발신 여부를 선택하는 것 대신, 상대와의 통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휴

대 전화기는 음성 통화 외에 전자 메일이나 전언 등의 복수의 통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처의 시각에 따라 이들을

구분하여 사용하면, 상대편의 상황에 맞춰서 용건을 전할 수 있고,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하, 휴대 전화기에서의 처리

순서를 설명한다. 단말기(1)가 발신할 때 사용자는 조작부(107)로부터 단말기(2)의 전화 번호를 입력(단계 610)한 후에

조작부에 있는 발신 버튼(184)을 누른다(단계 611). 제어부(11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대편 휴대 전화기가 위치 등록되

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상대편의 현지 시각 정보를 수신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612). 취득한 현지 시각이 단말기(1)의

타임존과 일치하고 있는지의 판정을 행하고(단계 613), 취득한 현지 시각이 단말기(1)의 타임존과 일치하고 있는 경우(단

계 613-Y)는 통상의 발신과 마찬가지로 처리(단계 616)하고, 다른 경우(단계 613-N)는 상대편 현지 시각을 표시한다(단

계 614). 지금까지의 처리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부(110)가 상대편 현지 시각의 표시(단계

614)에 이어서, 통신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을 표시부(106)에 표시(단계 617)하도록 제어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음으로, 단계 617에서의 통신 방법 선택 처리의 일례를 도 6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

시부(106)에 자국 시각과 상대편 현지 시각을 표시함과 함께, 통상의 통화를 행하는지의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을 표시하

고(단계 618, 619, 621), 사용자에게 조작부(107)를 이용하여 선택 결과의 문의를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합니까?」라는 질문의 표시(504)에 대하여, 「통화」(507), 「전언」(508), 「메일」(509), 「NO」

(505)라는 대답의 선택지가 표시 화면 상에 버튼으로서 표시되고, 선택지의 선택은 표시 화면 상의 버튼(505, 507,

508,509) 중 어느 하나에 커서를 정합하여 선택 키(180)를 조작하거나, 버튼(505, 507, 508, 509)을 기능 키 또는 수치 키

에 대응시키고(예를 들면 「통화」(507)는 「1」의 키, 「전언」(508)은 「2」의 키, 「메일」(509)은 「3」의 키,

「NO」(505)는 「6」의 키), 버튼(505, 507, 508, 509)에 대응하는 키의 입력 조작에 의해 행한다.

조작부(107)로부터 입력된 선택 결과가 통화인 경우(단계 618-Y)는 통상의 통화의 발신 처리를 행하고(단계 616), 전언

인 경우(단계 618-N, 또한 단계 619-Y)는 전언을 발신하는 처리를 행하고(단계 620), 문자 메일인 경우(단계 619-N, 또

한 단계 621-Y)는 메일을 송신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622). 단계 616, 620, 622가 종료하면 처리 종료가 되어, 대기 상

태로 복귀한다. 선택 결과가 「NO」(505)인 경우(단계 618-N, 또한 단계 619-N, 또한 단계 621-N)는 통화의 발신 처

리, 전언의 발신 처리, 메일의 송신 처리 모두 행하지 않고 처리를 종료한다. 이 경우에도 처리 종료 후에는 대기 상태로 복

귀한다. 도 7은 표시부(106)에 이들 통신 방법의 선택지를 한 번에 표시하였지만, 표시부(106)의 표시 스페이스가 좁을 때

에는 통신 방법의 선택을 단계 618, 619, 621의 순서로 순차 YES/NO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해도 좋다. 기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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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에는 이상의 처리 순서가 기억되어 있으며, 이를 제어부(110)가 호출하여 처리를 실행한다. 처리 방법의 선택으로서

는, 예를 들면 선택지를 한 번에 표시하는 방법을 제어부(110)가 디폴트로 선택하고,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

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휴대 전화기의 사용자가 통신 접속 전에 상대의 현지 시각을 알 수 있고, 상대편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할 수 있다. 또한, 전자 메일이나 전언 등의 복수의 통신 방법을 접속처의 시각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서 상

대편의 상황에 맞춰서 용건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도 8∼도 10에 의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제1 실시예에서 접속처 시각 정보를 취득하는 대신,

접속처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단말기(1)가 단말기(2)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기까지의 순서의 일례

를 도 8, 도 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단말기(1)가 단말기(2)에 대하여 발신할 때 사용자는 조작부(107)로부터 단말기(2)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기억부(108)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호출한(단계 610) 후, 조작부에 있는

발신 버튼(184)을 누른다(단계 611). 단말기(1)의 제어부는 발신 처리를 행할 때, 접속처인 단말기(2)가 위치 등록되어 있

는 기지국 B에 대하여 단말기(2)에 곧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 B의 위치 정보를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처리를 행한다

(단계 604). 본 실시예에서는 기지국 B의 송신 장치는 발신측으로부터 요구받았을 때 이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요구원으

로 송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요구를 수신한 기지국 B는 요구원인 단말기(1)에 대하여 자국의 위치를 회신한다(단계

623). 여기서, 기지국 B가 회신하는 위치 정보는 나라, 지역 또는 도시명 정도의 광역 정보로 하여도 좋다. 접속처의 휴대

전화기가 위치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취득(단계 629)한 단말기(1)는 기억부(108)에 사전에 기억되어 있는

접속처 기지국의 위치와 타임존의 대응 및 타임존 간의 시차를 정리한 룩-업 테이블과 자국의 시계 회로(109)가 나타내는

시각을 이용하여 접속처 시각을 산출하도록(단계 624, 단계 631) 제어부(110)로 제어한다. 단말기(1)의 제어부(110)는 접

속처 현지 시각을 표시(단계 625, 632)한 후에 발신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 화면을 표시부(106)에 표시하도록 제어한다. 단

말기(1) 사용자는 표시부(106)에 표시된 단말기(2)의 현지 시각을 참고로 하여, 이대로 단말기(2)로 발신할지의 여부를 조

작부(107)를 이용하여 입력한다(단계 633). 단말기(1) 사용자가 발신을 결정한 경우(단계 633-Y), 단말기(1)의 제어부는

접속처인 단말기(2)가 위치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 B에 대하여 단말기(2)에 접속하도록 요구하는 처리를 행한다(단계 626)

. 이를 수신한 기지국 B는 단말기(2)에 대한 착신 처리를 행하여 단말기(2)로부터 착신 응답이 있는 경우(단계 627)는 단

말기(1)와의 통화를 개시하도록(단계 628) 단말기 회선을 접속하는 처리를 행한다. 단말기(1)에서의 이상의 처리 순서는

기억부(108)에 기억되어 있으며, 이를 제어부(110)가 호출하여 처리를 실행한다.

도 9는 단말기(1) 처리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기지국 B으로부터 접속 상대편 위치 정보를 취득하여(단계 629), 기

지국 B의 타임존이 자국의 타임존과 일치하는가를 판정한다(단계 630). 판정 결과, 타임존이 자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계 630-N), 취득한 위치 정보와 기억부(108)에 사전에 기억되어 있는 접속처 기지국의 위치와 타임존의 대응 및 타임

존 간의 시차를 정리한 룩-업 테이블과 자국의 시계 회로(109)가 나타내는 시각을 이용하여 접속처 시각 정보를 산출하도

록(단계 631) 제어부(110)로 제어한다.

산출된 상대편의 시각은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휴대 전화기의 표시부(106)에 표시된다(단계 632). 도 10의 예에서는

상대편 전화 번호(501), 자국 시각(511) 외에 접속 상대편이 위치 등록하고 있는 기지국 B로부터 취득한 위치 정보(도면에

서는 도시명)가 부가된 상대편 현지 시각(510)도 표시하고 있다. 이하의 단계 633, 단계 634 및 단계 630의 판정이 Y인 경

우에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함께,

휴대 전화기의 사용자가 통신 접속 전에 상대의 지역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실시예를 도 11, 도 12에 의해 설명한다. 도 11은 본 실시예에서의 휴대 전화기 및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내

는 도면이다. 제3 실시예에서는 발신자측의 휴대 전화기가 착신자측의 현지 시각을 표시했지만, 본 실시예는 착신자측의

휴대 전화기에 발신자측의 시각 정보를 표시하는 예이다. 지금, 단말기(1)가 단말기(2)에 대하여 발신할 때, 단말기(2)의

표시부에 발신측인 단말기(1)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도 1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발신측의 단말기

(1)는 발신할 때에 자국에 설치한 시계 회로(109)로부터 얻은 시각 정보를 부가하여 접속처로 발신하도록 제어부(110)로

제어한다(단계 635∼637). 착신한 단말기(2)는 단말기(1)와 마찬가지로 설치한 제어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리 제어를

행한다. 처음에, 수신한 정보 중에서 발신측의 시각 정보를 추출하고, 단말기(1)와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는 기억부에 사

전에 기억되어 있는 타임존 간의 시차를 정리한 룩-업 테이블과 자국의 시계 회로가 나타내는 시각을 이용하여 발신측 시

각을 산출한다(단계 638). 다음으로, 산출한 발신자측 시각과 발신자 번호를 표시부에 표시한다(단계 639). 이 표시를 확

인한 단말기(2) 사용자에 의해 발신 버튼(184)이 눌렸을 때(단계 640) 착신 응답 처리를 행하고(단계 641), 통화 동작으로

이행한다(단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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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본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에서의 착신 표시 화면의 일례를 나타낸다. 표시 화면에는 「착신」이라고 표시되고, 발

신자 번호의 표시(512)와 함께, 발신자의 현지 시각의 표시(513) 및 자국의 시각 표시(514)가 행해진다. 이에 따라, 발신

자가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걸어 왔는지를 통화 개시 전에 알 수 있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휴대 전화기의 사용자가 착신 시에 발신자의 현지 시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화 개시 전에 발신자

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으며, 회화나 용건을 전하는 장면에서의 배려를 원활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기지국이 존재하는 위치의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그 기지국에 요구하여

송신하고, 이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통화 상대의 현지 시각을 산출하여 표시하는 소프트웨어가 휴대 전화

에 저장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휴대 전화의 제조업자가 자사의 휴대 전화에 저장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이 시

스템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사 제품·타사 제품을 막론하고 넓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배신(配信)하고, 휴대 전화에 다운로드할 때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요금으로서 과금 처

리를 하여도 좋다. 또, 다운로드 요금은 무료로 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마다 과금 처리를 행하여도 좋다. 과금 처

리로서는 어떤 경우도 휴대 전화의 요금에 가산하는 형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휴대 전화의 요금이 인출되는 은행 계좌

로부터 징수한다. 이 사업을 행하는 사람이 전기 통신 사업자(캐리어)인 경우에는 휴대 전화의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하고,

은행 계좌로부터 인출을 행하면 좋다. 이 사업을 행하는 사람이 캐리어가 아닌 경우에는 캐리어가 한 번 요금을 징수하고,

그 후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또는 실행에 관한 요금을 캐리어로부터 사업자의 은행 계좌로 불입하여 받아도 좋다. 이 경

우, 캐리어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도 좋고, 캐리어에게도 비지니스가 된다.

본 발명의 제5 실시예를 도 14, 도 15에 의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발신측으로부터 수신측의 기지국에 시각 요구 코드를

송신하고, 수신측의 기지국은 시각 요구 코드를 수신하면 시각 또는 위치 정보를 회신하는 처리를 행하고, 발신측이 현지

시각을 확인하여 발신을 결정하고 나서 수신측 단말기에 접속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신측의 단말기가 시각 확인

단계에서는 착신음을 울리지 않고 끝난다.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각 요구 코드는 발신자의 단말기에 보유되도록 해

도 좋고, 또는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발신자와 캐리어가 계약을 맺고, 이 발신자로부터의 발호가 있는 경우, 발신자의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측에서 요구 코드를 부가하여 송신해도 좋다.

이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우선, 사용자의 조작은 기본적으로는 도 3에 기재된 조작 방법과 동일하고, 도 14, 도 15에 있

어서도 동일한 단계에는 동일한 단계 번호가 붙여 있다. 사용자는 발신측의 단말기에서 상대편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단

계 610), 이어서 발신 버튼을 누른다(단계 611). 시각 요구 코드가 발신자의 단말기에 보유되도록 한 경우에는 도 14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시각 요구 코드가 발신측의 단말기로부터 상대편 전화 번호와 함께 송신되고(단계 680), 발신측의 기지국

을 통해 수신측의 기지국에 수신된다(단계 700). 한편, 발신자의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측에서 시각 요구 코드를

부가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대편의 전화 번호가 발신측의 기지국에 수신된다(단계 690). 휴

대 전화의 경우, 발신측의 단말기를 식별하는 정보(예를 들면 발신측의 전화 번호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

여된 ID 번호 등 : 이하, 단말기 식별 정보)가 상대편의 전화 번호와 함께 송신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도 이 단말기 식별

정보가 발신측의 기지국으로 송신되고, 발신측의 기지국은 이 단말기 식별 정보로부터 발신자와 캐리어 사이의 계약 여부

를 판정한다(단계 691). 계약이 있는 경우, 기지국측에서 시각 요구 코드를 상대편 전화 번호와 함께 수신측의 기지국으로

송신한다(단계 680).

이후의 단계는 도 14, 도 15와 공통이다. 수신측의 기지국은 발신측의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한다(단계 700).

다음으로, 수신한 신호에 시각 요구 코드의 포함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701). 시각 요구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신측 기

지국의 현재 시각의 정보 또는 위치 정보(예를 들면 경도 ·위도를 나타내는 정보 또는 나라, 지역 또는 도시명 정도의 광역

정보)가 발신측 기지국으로 송신되고(단계 702), 이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는 발신측 기지국으로부터 발신측 단말기로

송신된다. 수신측 기지국은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송신한 후, 일단 발신측과의 회선을 차단하여 대기 상태가 된다.

한편, 시각 요구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전화에 의한 통화라고 판정하여, 수신측의 단말기를 호출하

여 접속하고(단계 704), 통화가 종료하면 회선을 차단하여 대기 상태가 된다. 이하, 단계 700, 701, 702, 703 또는 단계

700, 701, 704는 수신측 기지국에 착신이 있을 때마다 반복된다.

발신측 단말기는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를 수신(단계 612)하면 발신자측의 기지국과 수신자측의 기지국이 동일한 타임

존 내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613). 타임존이 다른 경우에는 상대편의 시각을 표시하여(단계 614) 사용자가 상대편

의 현지 시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발신 가부 판정이 행해지고(단계 615), 발신 가능이라고 판정되면 상대편을 향하여 발

신이 행해진다(단계 616). 한편, 단계 615에서 발신 불가능인 경우에는 발신을 행하지 않고 동작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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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16에서 발신된 신호는 발신측의 기지국을 통해 수신측 기지국으로 송신되어 수신된다(단계 700). 이 신호에는 시각

요구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신측 기지국은 단계 701을 거쳐 단계 704로 이행하고, 수신측 단말기에 대한 접

속이 행해진다. 이에 따라, 수신측 단말기는 신호를 수신하고(단계 800), 발신측 단말기 사이에서 통화가 행해지고(단계

801), 통화가 종료하면 회선을 차단하여 종료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발신자측의 기지국과 수신자측의 기지국이 동일한 타임존 내인 경우에는 시각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통

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타임존이 다르더라도 시차가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예를 들면 1 시간 이내)인 경우에 시

각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도 좋다. 단말기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계약하고

있는 전기 통신 사업자(캐리어)에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다. 캐리어는 신청을 등록하고, 이용 요금을 사

용자의 전화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요금은 월 얼마라는 형태의 정액 요금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1회 얼마라는 사용 횟수에 비례한 요금, 또는 사용 횟수 몇 회까지는 얼마라는 단계제 요금으로 하여도 좋다.

이 경우에는 도 15의 단계 680 후에 이 서비스의 이용 횟수와 요금 계산의 단계가 추가된다.

본 발명의 제6 실시예를 도 16에 의해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시각 회신에 메일을 이용한 것이다. 즉, 발신측이 메일로 시

각을 요구했을 때는 수신측으로부터 메일로 시각을 회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메일은 전화 번호를 어드레스로서 이용하는

쇼트 메일이 이용된다. 쇼트 메일은 송신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영수 모드(alphanumeric mode)로 100개의 문자라는 제한

이 있지만, 시각을 문자 데이터로 해서 송신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 경우, 통상의 메일과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 코드

(이하, 메일 식별 코드)를 부가하여 송신하고, 수신측에서는 기지국 또는 단말기가 이 메일 식별 코드를 검출했을 때 시각

또는 위치의 정보를 쇼트 메일로 자동 회신한다. 이 메일 식별 코드는 캐리어와 이 서비스 계약을 한 단말기에 부여된다.

이 때, 발신측이 발신 때마다 시각 요구의 메일을 작성하여 메일 식별 코드를 부가하여 송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현

실적이지 않다. 그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기능 키(180∼182) 중 하나로 시각 요구 기능의 할당을 행한다. 예를 들면, 기

능 키(181)를 시각 요구 키로서 할당하여, 쇼트 메일 모드에서 기능 키(181)를 누르면 수신측의 기지국의 시각 또는 위치

의 정보를 요구하는 커맨드가 식별 코드와 함께 메일로 송신된다. 이 커맨드는 수신측 기지국의 기계에 의해 판독되어 처

리되기 때문에 기계어이어도 좋다.

도 16은 기본적인 부분은 도 15와 동일하다. 이하, 도 15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단계 611에

서 발신 버튼[기능 키(181)]이 눌려지면 수신측의 기지국 시각 또는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커맨드를 포함하는 쇼트 메일

이 메일 식별 코드가 부가되어 발신측 단말기로부터 발신측 기지국으로 송신된다(단계 681). 발신측 기지국은 메일을 수

신한 후 메일 식별 코드의 포함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692). 메일 식별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각 요구 코드를

수신측의 기지국으로 송신한다(단계 680). 이에 따라, 수신측 기지국으로부터 현지 시각 정보가 송신되면(단계 702), 발신

측 기지국은 이 정보를 쇼트 메일로 변환하고, 발신측의 단말기로 송신한다(단계 683). 다른 단계는 제5 실시예에서의 도

15의 설명과 동일하다.

이상의 실시예에 있어서, 발신측의 단말기(1)는 공중망 또는 공중 회선을 통해 발신하는 전화기에 한하지 않고, 인터넷에

대한 접속 기능을 포함하고 인터넷 경유하여 발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도 좋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상대편 휴대 전화기의 현지 시각을 발신자가 알 수 있어, 뛰어난 편리성을 갖는 휴대 전화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접속의 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속처의 상황을 고려한 통화가 가능한 휴대 전화기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른 통신 단말과 통신이 가능한 휴대 전화기에 있어서,

국외의 접속처의 통신 단말 또는 접속처의 통신 단말이 대기 등록되어 있는 국외의 기지국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

여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얻는 시각 취득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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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각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된 접속처의 현지 시각에 기초하여, 상기 접속처의 통신 단말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과 상

기 휴대 전화기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이 상이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어 수단과,

상기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표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접속처의 통신 단말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과 상기 휴대 전화기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이 상이한 경

우에 상기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접속처의 통신 단말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과 상기 휴대 전화기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이 동일한 경

우에 상기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단말 또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는 시각 정보 또는 위치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처의 통신 단말의 현지 시각을 음성에 의해 통지하는 통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접속처의 통신 단말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과 상기 휴대 전화기의 현지 시각의 타임존이 상이한 경

우에, 상기 접속처의 통신 단말과 통신을 개시하기 전에 상기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

화기.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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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함과 함께, 통신 개시 여부의 선택 메뉴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개시의 여부의 선택 메뉴를 선택하는 조작부를 구비하되, 상기 조작부에 의해 통신을 개시함이 선택되면 통신을

개시하고, 상기 조작부에 의해 통신을 개시하지 않음이 선택되면 통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은, 상기 접속처의 현지 시각을 표시함과 함께, 복수의 통신 모드의 선택 메뉴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 전화기.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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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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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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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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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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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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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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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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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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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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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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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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