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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이동국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텍스트 또는 영상을 송신, <1>
수신, 및 디스플레이하는 한편 이동전화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개인용 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대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는 이동국이라 하는 이동 전화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커버리<2>
지 영역(coverage area)내를 이동한다. 기존의 이동 전화는 호출된 전화 번호 및 호출 상태를 가입자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LED 디스플레이와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를 구비한다.

가입자는 증가된 통신 능력을 가진 이동국을 매우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가입자는 텍스트 및 <3>
영상을 송신, 수신, 및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이동국을 원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보다 개선된 기능을 
편리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한편  이동전화로서  동작할  수  있는  독립적인(self-contained)  이동국이 
없었다. 기존의 솔루션은, 텍스트와 영상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이동 전화에 접속되는 애플 컴퓨터의 
뉴톤 노트패드(Newton Notepad)와 같은 노트패드 또는 랩탑(laptop) 등의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솔루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가입자는 가입자의 이동 전화에 <4>
외에 랩탑 또는 노트패드 컴퓨터를 휴대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며, 어떤 가입자에게는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둘째로, 가입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동 전화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
추어야  한다.  이동  전화가  일반  대중에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이러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가입자가 
많다. 셋째로, 가입자가 휴대용 컴퓨터를 이동 전화에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것은 매우 불
편하고, 가입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이유는, 가입자가 컴퓨터와 전화기를 접속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호출이 지연되거나, 또는 두 개의 호출: 즉 문자 또는 영상이 전송된다는 것을 
가입자에게 알리는 제1 호출과, 텍스트 또는 문자를 전송하는 제 2 호출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시된 바와 같은 상기 언급된 결함 및 단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선행기술이 공지되<5>
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논의된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참고 문헌이 다수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참고 문헌은 Shink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348,347호, "Searching for the Perfect 
PDA"라는 명칭의 공보, 및 "Is it a phone or a PDA? Here's what Simon says" 라는 명칭의 공보이다. 이
들 참고 문헌 각각은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된다.

Shink의 미국 특허 제5,348,347호는 휴대용 셀룰러 전화(portable cellular telephone)를 내장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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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포켓북(pocketbook) 사이즈의 오거나이저(organizer)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오거나이저는 이동 
전화, 노트패드, 펜(pen), 계산기, 타이머를 보유할 수 있는 플렉시블 북(flexible book)을 포함한다. 그
러나, Shink는 텍스트나 영상을 송수신 및 디스플레이하는 한편 이동 전화로서 동작할 수 있는 개인용 통
신 단말기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Searching  for  the  Perfect  PDA"  라는  명칭의  공보에는  제  3  세대  PDA(personal  digital <7>
assistants)가 기재되어 있다. 제 1 세대는 팜탑(palmtop) 또는 핸드헬드(handheld)를 포함하였다. 이러
한 팜탑은 일반적으로 스파인(spine)상의 힌지(hinge) 및 스플릿 케이스(split case)를 가지며 포켓 사이
즈이다.  팜탑의  한  측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다른  측에는  키보드가  있다.  외부  통신은, 데스크탑
(desktop) 컴퓨터를 외부 모뎀에 접속하기 위한 직렬 포트로 제한된다. 제 2 세대의 PDA는 제 1 세대와 
거의 흡사하나,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스타일러스(stylus)로 입력되는 수서문자(handwriting)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제  3  세대의  PDA는  종종  PCA(Personal  Communication  Assistants)  또는 
PIC(Personal Intelligent Cimmunicators)라 불리운다. 가장 진보된 PCA는 벨사우스 셀룰러사(BelISouth 
Cellular Corporation)의 사이몬(Simon)이라는 장치라고 여겨진다.

명칭이  "Is  it  a  phone  or  a  PDA?  Here's  what  Simon  says"인  공보는  1994년  10월  31일 <8>
InfoWorld지의 119∼120쪽에 실린 잡지 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사이몬이 셀룰러 전화 및 PDA를 포함하는 
장치로서 기재되어 있다. 이 장치는 이동 전화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전자 우편(E-mail) 및 팩스와 같은 
통신 특징을 제공할 수 있다. 사이몬 장치는 충분한 기능을 갖춘 개인용 컴퓨터는 아니다. 이것은 노트패
드, 주소록, 달력, 계산기 등의 개인 정보 관리(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PIM) 소프트웨어 응용
으로 프로그램되는 셀룰러 전화이다.

사이몬 장치의 한 면의 거의 대부분이 LCD 디스플레이이나, 이러한 구성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9>
있다. 첫째로, 디스플레이가 장치의 전체 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사이몬 장치는 온-스크린 키보드(on-
screen keyboard)를 사용해야 한다. 전화기보다는 PDA로서 사용될 때, 장치는 두 개의 온-스크린 키보드 
또는 계산기 응용에 사용되는 숫자 키보드 중의 하나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번째 단
점을 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작은 크기의 온-스크린 키보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온-스크린 키보드는 터치-타이핑(touch-typing)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으나, 적당량
의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온-스크린 키보드는 또한 세 번째 단점을 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될 때 텍스트 또는 그래픽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된 양의 디스플레이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솔루션은 대화형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래밍
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이몬 장치의 부가적인 단점은 그것의 노출된 디스플레이 스크린인데, 이것은 사실상 장치의 한 <10>
면 전체를 커버함으로써 충격에 의한 손상에 매우 취약하다. 사이몬 장치를 이용할 때 큰 주의가 필요하
며, 이동국을 이용할 때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단점을 극복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는 확실히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말<11>
기는 완전한 기능의 개인용 컴퓨터, 스타일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충분히 
큰 키보드, 및 대화형 프로그래밍을 위해 충분히 사용가능한 영역을 가지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가진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거친(rugged) 이동 환경에서 단말기의 충분한 사용을 허용하는 보호 장
소(protected location)에 장착된다.

상기 참고 문헌에는 본원에 청구되고 설명된 바와 같은 방법 또는 시스템이 개시되거나 제안되어 <12>
있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한 양태에서, 본 발명은 제 1 절반이 제 2 절반에 힌지하게(hingedly) 접속된 케이스내의 <13>
개인용 통신 단말기(PCT)이다. PCT는 개방 및 폐쇄 위치에서 동작할 수 있고, 이동 전화 유닛 및 이러한 
이동 전화 유닛에 전기 접속된 개인 휴대 정보 단말(personal digital assistant:PDA) 유닛을 포함한다. 
개인휴대 정보 단말 유닛은 제 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 1 메모리 장치, 제 1 
세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2 메모리 장치, 및 제 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 
세트의 데이터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PCT는 또한 이동 전화 유닛과 개인 휴대 정보 단
말 유닛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과 이동 전화 유닛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뎀, 및 모뎀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과 이동 전화 유닛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동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첨부한 명세서와 함께 다음 도면을 참조하여 당업자들에게 잘 이해될 것이고, 많은 목<14>
적과 장점들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개인용 통신 단말기(PCT)의 폐쇄 상태에서의 정면도.<15>

도  2는  도  1의  방향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90°회전한  개방  상태에서의  본  발명의  PCT의 <16>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PCT 구성요소의 고레벨 블록도.<17>

도 4는 동작 모드의 선택시 PCT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나타내는 흐름도.<18>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개인용 통신 단말기(PCT)(10)의 폐쇄 상태의 정면도이다. 정면에는 표준 무선 <19>
전화 디스플레이(11)와 키보드(12)가 포함될 수 있다. 전화의 전원 스위치(power switch)(13)는 PC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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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면에 위치하여, PCT가 폐쇄 상태에 있을 때 PCT(10) 내부의 이동 전화 유닛의 전원을 독립적으로 
ON 또는 OFF하는데 이용된다. 전화 유닛의 전원이 ON 되고, PCT가 폐쇄 상태에 있으면, 전화 디스플레이
(11)는 표준 무선 전화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기계적인 힌지(14)가 좌측면상에 PCT(10)의 스파인을 따
라 연장함으로써, PCT(10)를 폐쇄 상태에서 개방 상태로 및 그 역으로 선택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한다. 
상기 힌지에 의해, PCT는 180°로 완전히 개방되어, 원할 경우 개방 상태에서 평평하게 배치될 수 있다. 
PCT(10)는 폐쇄 상태에 있을 때 보통의 무선 전화로서 이용될 수 있다. 회전가능 안테나(15)가 PCT 케이
스에서 연장한다. 정면에는 또한 마이크로폰(16) 및 스피커(17)가 포함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PCT를 개방 상태에서 도 1의 방향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90°회전한 상태의 <20>
정면도이다. 이러한 방향은 PCT(10)의 상반부(top half)(21)와 하반부(bottom half)(22)를 형성한다. 기
계적 힌지(14)는 상반부(21)와 하반부(22)를 함께 지지하여, 상기 두 개의 절반부를 접속하는 데이터 및 
전력 케이블을 커버한다. 센서(도시되지 않음)가 전화기가 개방되어 있는지 또는 폐쇄되어 있는지를 검출
한다.

상반부(21)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PDA) 유닛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스크린(23)과, 이동 전화 <21>
유닛에 사용하는 회전가능 안테나(15)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테나(15)는, 송신 
및 수신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 방향이 상반부(21)의 방향에 독립적이도록 회전할 수 있다. 예컨대, 
안테나(15)의 방향은 무선 전화 신호의 송신 및 수신을 최적화하기 위해 상반부(21)의 방향에 관계없이 
거의 수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하반부(22)는  PDA에  사용하기 위한 완전한 알파-숫자의(alpha-numeric)  개인용 컴퓨터 키보드<22>
(12)를 포함한다. 키보드(24)는 PDA 전원 스위치(25) 및 내부 전화 전원 스위치(26)를 포함하며, 이들 스
위치는  PCT(10)가  개방  상태에서  동작할때,  각각  PDA  유닛과  전화  유닛의  전원을  on/off  하는데 
이용된다. PDA  전원-온 라이트 표시기(power-on  light  indicator)(27)  및 전화 전원-온 라이트 표시기
(28)가 PDA 및 전화 전원 스위치(25, 26)와 인접하게 설치되어, PDA 유닛 및/또는 전화 유닛이 에너자이
즈(energize)되는지를 표시한다. 상기 표시기는 PCT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에만 볼 수 있다. 외부 전화 
전원 스위치(13)(도 1)를 이용하여 전화 유닛이 개별적으로 에너자이즈되지 않는다면, PCT는 폐쇄 상태에 
있을 때에 OFF 이다. 키보드(24)는 또한 디스플레이 스크린(23)의 이곳 저곳으로 커서(cursor)를 이동시
키기 위한 선택적인 트랙볼(trackball)(29)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 전화 전원 스위치(13)를 사용함으로써 전화 유닛의 전원이 ON 된다면, PCT가 개방될 때 전<23>
화 전원-표시기 라이트(28)가 ON이 된다. 전원-표시기(27 및 28)는 PCT가 폐쇄될 때 OFF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PCT의  구성요소의  고레벨  블록도이다.  기능상으로, <24>
PCT(10)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PDA) 기능 유닛(31), 전화 기능 유닛(32), 모뎀(33), 이동-데이터 인터페
이스(MDI) 유닛(34), 및 PDA 개방 센서(35)로 분리된다. MDI 유닛(34)은 모뎀(33)을 사용하지 않고 PDA 
유닛(31)과 전화 유닛(32) 사이에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한다. MDI는 PDA 유닛(31)과 전화유닛(32) 모두에 
의해 공통 액세스되는 RAM 메모리 장치로서 구현될 수 있다. RAM 메모리 장치는 PDA RAM(42)에서 분리될 
수도 있고 또는 PDA RAM(42)의 예약된(reserved) 부분일 수도 있다. MDI(34)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는, 예
컨대 PDA 키보드상에 입력된 전화 번호 및 PDA 개방 센서(35)의 상태를 포함할 수 있다.

접속 회로(도시되지 않음)가 PDA 유닛(31), 전화 유닛(32), 모뎀(33), MDI 유닛(34), 및 PDA 개<25>
방 센서(35)를 전기 접속한다. 두 개의 전원 유닛(배터리)(36, 37)이 PCT에 전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PDA 키보드(24)를 포함하는 PCT의 하반부(22)에 위치한다. 이러한 구성은 PCT(10)에 저중심(a low center 
of gravity)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 고 전원(high power supply)(36)은 무선 전화 유닛(32)과 PDA 유닛
(31)에 높은 전력을 제공한다. 저 전원(low power supply)(37)은, 고 전원(36)이 충전을 위해 유닛에서 
분리되거나  또는  그  에너지  레벨이  낮을  때  PDA  유닛(31)에  대한  백업(back-up)  전원을  제공한다. 
PCT(10)가 폐쇄상태일 때 PDA 유닛(31)에 대한 전력은 OFF로 변한다. 전화 유닛이 사용중일 경우, 폐쇄 
상태의 상기 전화 유닛(32)에 여전히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

PDA 유닛(31)의 다른 구성 요소는, 저 전원(37)을 OFF 할 때 PDA 유닛의 제한된 동작을 제공하고 <26>
응용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41)를 포함한다. PDA 유닛은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42), PDA 디스플레이 스크린(23), PDA 키보드(24), PDA의 타이밍과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중앙 처리 유닛(CPU)(43), PDA CPU(43) 내에 포함되는 누산기/레지스터(44), 각종 
입력/출력(I/O) 포트(45), 및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장치(46)를 포함한다. I/O 포트(45)는, 예컨대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34), 모뎀(33), PDA 개방 센서(35), 및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46)상에 로드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47)과 데이터의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장치(46)는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고, PDA 유닛에 완전한 개인용 컴퓨터 
기능을 제공한다. 하드 드라이브는 고 전원(36)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된다.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이 하드 드라이브의 동작에 필요한 최소 전력 레벨을 초과하면, PDA 유닛<27>
(31)은 하드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그곳에 저장된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액세스할 수 있다. PDA의 
완전한 알파-숫자 키보드(24) 및 PDA 스크린(23)과 조합된 이러한 기능에 의해, PDA가 완전한 기능의 개
인용 노트패드 컴퓨터가 된다. 또한, 전화(PHONE) 기능 및 팩시밀리(FAX) 기능이 수행될 수 있으며, 이것
은 PDA 스크린(23)상에 나타난 아이콘을 이용하여 또는 풀-다운(pull-down)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이 하드 드라이브의 동작에 필요한 최소 전력 레벨 보다 낮으면, PDA 유닛
(31)은 ROM(41)을 이용하여 거기에 저장된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액세스할 수 있다.

전화 유닛(32)은 이동국 CPU(51), 이동전화기 디스플레이 스크린(11), 이동 전화 키패드(12), 마<28>
이크로폰(16), 스피커(17), 및 송수신 서브시스템(subsystem)을 포함한다. 송신 서브시스템은 송신 디지
털 신호 처리기(DSP)(52),  송신 주문형 집적회로(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ASIC)(53), 
및 무선 송신기(54)를 포함한다. 수신 서브시스템은 무선 수신기(55), 수신 ASIC(56), 및 수신 DSP(57)를 
포함한다. 전화 유닛(32)은 아날로그 제어 채널 또는 디지털 제어 채널의 어느 것으로도 동작할 수 있다. 
전화 유닛(32)은 또한 다중-하이퍼밴드 기능을 가지며, 800-MHz의 무선 전화 주파수 하이퍼밴드 뿐 아니
라 1900-MHz의 개인용 통신 시스템(PCS) 주파수 하이퍼밴드와 같은 다른 하이퍼밴드에서도 동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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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기능이 PDA 유닛(31)에 의해 실행된다.<29>

· 계산기;<30>

· 어젠더(agenda);<31>

· 시계;<32>

· 노트패드;<33>

· 편집기(텍스트, 그래픽, 영상)<34>

호출을 행함<35>

PCT(10)가 폐쇄 상태에 있으면, 전화 호출은 일반 무선 전화의 호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36>
다. PCT가 개방 상태에 있으면, 사용자는 PDA 디스플레이(23)에서 PHONE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 후, LIST 기능이 디스플레이되고, 이를 선택하면, 선택할 전화 번호의 리스트가 제공된다. 사용자는, 
번호를 강조표시(highlighting)하여 PDA 키보드(23)상의 ＜ENTER＞ 키를 누르거나, 또는 트랙볼(29)로 번
호를 더블-클릭함으로써, 리스트로부터 전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화 유닛(32)이 이전에 턴 온(turn 
on)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유닛을 턴 온하고,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34)를 통해 전화 유닛으로 
번호를 송신함으로써, 선택된 번호가 PDA 유닛(31)에 의해 자동으로 다이얼(dial)된다. 호출할 전화 번호
가 상기 제공된 전화 번호 리스트에 없다면, 사용자는 PDA 키보드(24)를 이용하여 전화 번호를 입력할 수
도 있다. ＜ENTER＞ 키를 눌러, 상기 번호를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화 유닛에 송신함으로써, 
상기 입력된 번호가 PDA 유닛에 의해 자동으로 다이얼된다. 그 후, 사용자는 PCT(10)의 2개의 절반부를 
닫아 이것을 보통의 무선 전화로서 사용한다.

팩시밀리(FAX) 전송<37>

PCT(10)는 팩스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개방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사용자는 텍스트 편집기를 이<38>
용하여 메시지를 편집한 다음, PDA 디스플레이(23)상에서 FAX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전화 번호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는 번호를 강조표시하고 PDA 키보드(24)상의 ＜ENTER＞ 키를 누름으로써 
또는 트랙볼(29)로 번호를 더블 클릭함으로써 상기 리스트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전화 유닛
(32)이 이전에 턴 온 되어 있지 않다면, 전화 유닛이 턴 온되고, 선택된 번호가,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
(34)를 통해 전화 유닛으로 번호를 송신함으로써 PDA 유닛에 의해 자동으로 다이얼된다. 호출된 번호로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면, 팩스 메시지가 모뎀(33)을 통해 전화 유닛으로 송신된다.

PCT를 무선 데이터 단말기로서 이용함<39>

PCT(10)는 또한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데이<40>
터 단말기(WDT)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CT가 개방 상태에 있어야 한다. 
SMS  메시지를 수신하면,  PCT는  SMS  메시지의 텍스트를 PDA  디스플레이 스크린(23)상에 디스플레이하고 
SMS 경보음(warning tone)을 제공한다. SMS 경고음을 듣고, 사용자는 PCT를 열어 PDA 디스플레이상의 메
시지를 판독한다.

PCT(10)를 이용하여 SMS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메시<41>
지를 편집하고, PDA 디스플레이 스크린(23)상에서 SMS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다. 그 후, 전화 번호 리스
트가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는 전화 번호를 강조표시하고 PDA 키보드(24)상에 ＜ENTER＞ 키를 누름으로
써 또는 트랙블(29)로 상기 번호를 더블 클릭함으로써, 리스트로부터 전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화 
유닛(32)이 이전에 턴 온 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전화 유닛이 턴 온되고,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34)를 
통해 전화 유닛으로 SMS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PCT(10)를 무선 데이터 단말기로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데이터 단말기(DT) 애플리케이션을 <42>
선택한다. 그 후, 원격 컴퓨터 전화 번호 리스트가 PDA 디스플레이 스크린(23)상에 디스플레이된다. 사용
자는 리스트로부터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거나 입력한다. 원격 컴퓨터의 전화 번호가 선택되면, 이것
은 PDA 유닛(31)에 의해 자동으로 다이얼되고, 모뎀(33)을 통해 전화 유닛(32)으로 데이터 통신이 설정된
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PCT를 데이터 단말기로 이용하여 원격 컴퓨터와 대화를 개시할 수 있다.

도 4는 동작 모드 선택 중에 PCT(10)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프로세<43>
스는 PDA-개방 센서(35)로부터의 판독으로부터, PCT가 개방 상태에 있는지 또는 폐쇄 상태에 있는지를 결
정하는 단계 61에서 시작된다. PCT가 폐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프로세서는 전화 유닛(3
2)으로의 전력이 ON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 62로 이동한다. 전화 유닛으로의 전력이 ON이라면, 상기 
프로세스는 보통의 무선 전화 기능이 인에이블(enable)되는 단계 63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단계 62에서 
전력이 전화 유닛으로 ON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상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가 정지하여 어떠한 기
능도 인에이블되지 않는 단계 64로 이동한다.

단계  61로  되돌아가서,  만약  PDA-개방  센서(35)가  PCT가  개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44>
받으면, 상기 프로세스는 PDA 유닛(31)으로의 전력이 ON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 65로 이동한다. PDA 
유닛(31)으로의 전력이 ON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세스는 전화 유닛(32)으로의 전력이 ON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 66으로 이동한다. 단계 66에서 전화 유닛으로의 전력이 ON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다면, 프
로세스는 상기 프로세스가 정지하여 어떤 기능도 인에이블되지 않는 단계 64로 복귀한다. 그러나, 단계 
66에서 전화 유닛으로의 전력이 ON인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프로세스는, 보통의 무선 전화 기능이 인에
이블되고, 전화 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PDA 키보드(24)가 인에이블되는 단계 67로 이동한다.

단계 65로 되돌아가서, PDA 유닛(31)의 전력이 ON이라면, 프로세스는, 전화 유닛(32)으로의 전력<45>
이 ON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 68로 이동한다. 단계 68에서, 전화 유닛으로의 전력이 ON인 것으로 결정
된다면, 상기 프로세스는, PDA 기능, 보통의 무선 전화 기능 및 FAX 기능이 인에이블되는 단계 69로 이동
한다. 그러나, 단계 68에서, 전화 유닛으로의 전력이 ON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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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DA 기능만이 인에이블되는 단계 71로 이동한다.

그 후,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전화 번호 또는 FAX 번호를 PDA에 입력함으로써 전화 또는 FAX 기<46>
능을 실행할 것을 PDA 유닛(31)에 요청하였는지가 결정되는 단계 72로 이동한다. 상기와 같은 요청이 없
었다면, 프로세스는 단계 73으로 이동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사용자가 전화 또는 FAX 기능
을 실행할 것을 PDA에 요청하였다면, 프로세스는 PDA 유닛(31)이 전화 유닛(32)을 턴 온하는 단계 74로 
이동한다. 그 후 단계 75에서, 상기 프로세스는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34)를 통해 전화 또는 FAX 번호
를 전화 유닛(32)에 전송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동작 및 구성은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설명한 <47>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술되었지만, 이하의 청구범위에서 한정된 바와 같이 본 발명
의 정신 및 범주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쉽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절반부와 제 2 절반부가 힌지하게(hingedly) 접속된 케이스내의, 개방 상태와 폐쇄 상태로 
동작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로서,

전화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기 전화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 및 명령을 입
력하는  키패드,  및  이동  전화  수단을  독립적으로  에너자이즈(energize)하는  전화  전원  스위치를 
구비하는, 이동 전화 수단,

제 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1 메모리 장치, 제 1 세트의 데이터를 저장
하는 제 2 메모리 장치, 상기 제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세트의 데이터
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및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수단을 독립적으로 에너자이즈하는 개인 휴대 정
보 단말 전원 스위치를 구비하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수단,

상기 이동 전화 수단 및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수단에 전력을 제공하는 전원,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수단과 상기 이동 전화 수단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뎀, 및

상기 모뎀을 이용하지 않고 상기 이동 전화 수단과 상기 휴대 정보 단말 수단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메모리 장치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수단은 제 2 세트의 데이터 및 제 2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저장하는 제 3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메모리 장치는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으로부터의 상기 전력이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지를 결정하는 수단, 및

상기 전원으로부터의 상기 전력이 상기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내에 저장된 상기 제 2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상기 제 2 세트의 데이터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이 상기 규정된 임계값보다 적은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제 1 메모리 
장치내에 저장된 상기 제 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내에 저장된 상기 
제 1 세트의 데이터로 액세스를 제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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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상기 제 2 세트의 데이터를, 상기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에 입력하고 상기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로부터 출력하는 입출력(I/O) 포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전화 유닛은,

아날로그 제어 채널에서 동작하는 수단, 및

디지털 제어 채널에서 동작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전화 유닛은 다수의 주파수 하이퍼밴드(hyperband)에서 송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주파수 하이퍼밴드에서 송수신하는 수단은,

800-MHZ 주파수 하이퍼밴드에서 송수신하는 수단, 및

1900-MHZ 주파수 하이퍼밴드에서 송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3 

제 1 절반부와 제 2 절반부가 힌지하게(hingedly) 접속된 케이스내의, 개방 상태와 폐쇄 상태로 
동작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로서,

전화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기 전화 디스플레이 스크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 및 명령을 입
력하는 키패드, 이동 전화 유닛을 독립적으로 에너자이즈하는 전화 전원 스위치, 및 800-MHz 주파수 하이
퍼밴드에서 송수신하는 수단과 1900-MHz 주파수 하이퍼밴드에서 송수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다수의 주파
수 하이퍼밴드에서 송수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이동 전화 유닛,

상기 이동 전화 유닛에 전기 접속되며, 제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 1 
메모리 장치, 제 1 세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2 메모리 장치, 모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 프
로그램을 포함하는 제 2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제 2 세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
브 메모리, 및 상기 제 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세트의 데이터로 동작
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

상기 제 2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상기 제 2 세트의 데이터를 상기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에 입력하고 상기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로부터 출력하는 입출력(I/O) 포트,

상기 이동 전화 유닛 및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에 전력을 제공하는 전원,

상기 전원으로부터의 상기 전력이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상기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내에 저
장된 상기 제 2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상기 제 2 세트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수단,

상기 전원으로부터의 상기 전력이 상기 규정된 임계값 보다 적으면, 상기 제 1 메모리 장치내에 
저장된 상기 제 1 세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상기 제 2 메모리 장치내에 저장된 상기 제 1 세
트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수단,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과 상기 이동 전화 유닛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뎀, 및

상기 모뎀을 이용하지 않고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과 상기 이동 전화 유닛 사이에서 데
이터를 전송하는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상기 개인용 통신 단말기의 외부면(exterior side)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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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키패드는 상기 전화기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인접하여 상기 개인용 통신 단말기의 상기 외부
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상기 모뎀을 이용하지 않고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을 통
해 상기 이동 전화 유닛으로 전화 번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용 통신 단말기는,

상기 이동 전화 유닛으로의 전력이 off 일 때 개인용 통신 단말기가 전화 또는 팩시밀리 기능을 
실행할 것을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의 사용자가 요청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수단, 및

개인용 통신 단말기가 전화 또는 팩시밀리 기능을 수행할 것을 상기 사용자가 요청한 것으로 결
정되면, 상기 이동 전화 유닛을 턴 온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전화 유닛을 턴 온하는 수단은, 상기 이동 전화 유닛을 턴 온하는 명령을 상기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 유닛을 통해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으로부터 상기 이동 전화 유닛으로 전송하
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용 통신 단말기가 개방 상태에 있는지 또는 폐쇄 상태에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PCT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 제 1 내부면(interior face)과 제 2 내부면이 형성되는데, 상기 
제 1 내부면은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용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
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내부면은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으로 데이터와 명령을 입력하는 알파-숫자 키
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유닛은 상기 이동 전화 유닛과 독립적으로 상기 휴대 정보 단말 유닛
을  에너자이즈하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  전원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통신 
단말기.

요약

제 1 절반부와 제 2 절반부를 힌지하게 접속한 케이스내에 개인용 통신 단말기(PCT)(10)가 제공
된다. PCT는 개방 상태와 폐쇄 상태에서 동작하고, 이동 전화 유닛(32) 및 상기 이동 전화 유닛에 전기 
접속된 개인 휴대 정보 단말(PDA) 유닛(31)을 포함한다. PDA 유닛(31)은 완전한 기능의 개인용 컴퓨터이
다. PDA 유닛은,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용 메모리(41), 데이터(42)용 메모리(42), 데이터 및 응용 프
로그램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세서(43), PDA 유닛(31)과 이동 전화 유닛(32)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
하는 모뎀(33), 및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PDA 유닛과 이동 전화 유닛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 
데이터 인터페이스(34)를 포함한다. PCT(10)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은 한 면에는 PDA 디스플레이 
스크린(23)과 다른 한 면에는 완전한 알파-숫자 키보드(24)를 포함하는 두 개의 내부면을 형성한다. PCT
는  표준  무선  전화로서  동작하고,  개인용  컴퓨터로서  동작하며,  또는  FAX,  무선  데이터  전송  또는 
SMS(short message service) 메시지의 송수신용의 통합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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