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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02-928MHz 밴드내의 다중 RF 채널 주파수위로 서로로부터 그리고 서로까지 디지털 명령데이타와 디지털 음성데이
타를 각각 송수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배터리로 동력원을 얻는 휴대용 송수화기 유니트와 마이크로프로세
서가 내장된 고정된 대유니트를 구성하는 디지털 무선전화장치가 발표되어 있다. 사용자의 음성은 송신을 위해 디지털
화하고 스크램브러되고 변조되며 수신시 변조된 디지털 음성 데이터 신호는 복조되고 디스크램블되며 해독된다. 명령데
이타-음성데이타 인터페이스는 명령데이타 파켓을 송수신전에 디지털 음성데이타 흐름안으로 삽입하고 수신된 디지털 
데이터의 들어오는 흐름으로부터 명령 데이터 파켓을 위치시키고 포착한다. 사일런스 순서는 어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사용자가 듣지못하도록 포착된 명령데이타 파켓을 교체한다. 연결검사 명령신호는 또한 대유니트에 의해 주기적으로 송
신되고 자동채널 변화를 가동시키거나 범위밖 조건신호를 보내도록 RF 연결의 질을 평가하도록 송수화기 유니트에 의
해 용인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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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 디지탈무선전화기를 포함하는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의 평면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모두에서의 회로의 전송경로 및 수신경로에서 여러단계의 간단한 기능 블록도를 도시
한 도면.

도 3은 48개 비트명령데이터 패킷의 도면.

도 4는 8개 비트 베이스유니트 데이터단어에 대한 도면.

도 5는 8개 비트 송수화기 데이터단어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송수화기 키패드 및 발광다이오드의 기능배치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베이스유니트 키패드 및 발광다이오드의 기능배치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장치의 송수화기 및 베이스유니트에 공통된 상세한 기능블럭 도표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송수화기의 마이크로폰, 송신기 기저대역 오디오 단계 및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0은 송수화기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력조절장치 및 저축전지 인디케이터 회
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1은 변조기, 전송오실레이터, 디바이더, 주파수합성장치 및 저역통과필터를 포함하는 송수화기의 PLL 사용 변조기 
스테이지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2는 송수화기 수신기경로의 대역통과 필터 및 RF증폭기 그리고 송수화기 전송기 경로의 대역통과 필터, 듀플렉스 
및 전송안테나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회로도.

도 13은 송수화기 수신기 경로 내 IF증폭기, 대역통과필터 및 제 2IF 증폭기 그리고 믹서와 이와 관련된 오실레이터, 
디바이더 주파수 합성장치 그리고 저역통과필터를 포함하는 PLL사용 다운변환기를 설명하는 개략적인 회로도.

도 14는 송수화기의 대역통과필터, 리미터, 복조기회로 그리고 두 번째 믹서 및 북부발진기를 포함하는 제 2 다운변환
기 스테이지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5는 송수화기 의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수신기 기저대역 오디오섹션 출력증폭기/ 필터 그리고 스피커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6은 송수화기의 키패드 및 상태 LED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7은 베이스유니트의 전화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8은 베이스유니트의 스피커폰 및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19는 베이스유니트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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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은 베이스유니트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 DTMF음 발생기 및 온-크래들 인디
케이터회로의 개략적인 회로도.

도 21은 베이스유니트의 볼륨제어 및 전력조절장치회로의 개략적인 회로도.

도 22는 응용특정집적회로 그리고 감시타이머로서 실시되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
도.

도 23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4는 감시타이머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25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26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클럭발생기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27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클럭데이터 회복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28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보완코드레지스터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29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전송기 레지스터 제어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30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전송기 레지스터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31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디스크램블러 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32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스크램블러 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33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수신기 레지스터 제어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34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수신기 레지스터 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35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보완코드 비교기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36은 본 발명 송수화기의 전력전략모드에 대한 소프트웨어루틴의 흐름도.

도 37은 본 발명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명령코드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루틴에 대한 흐름
도.

도 38은 본 발명의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주변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루틴의 흐름도.

도 39는 본 발명의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로부터의 명령코드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

도 40,41 및 42는 호출이 진행중인 동안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베이스유니트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루틴
의 도면을 도시한 도면.

도 43 및 44는 호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때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베이스유니트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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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5 및 46은 호출이 진행중인 동안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송수화기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

도 47은 호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때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송수화기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
도.

* 도면부호

100 ... 디지탈무선전화기 장치 101 ... 송수화기

102, 115, 120, 152 ... 안테나 103, 182 ... 스피커

104, 117 ... 키이패드 105, 140 ... 마이크로폰

106, 107, 108 ... 기능버튼 110 ... 베이스유니트

111 ... 보관크래들 116 ... 스피커폰

118 ... 코넥터코드 119 ... 전력코넥터

121 ... 듀플렉스 123, 183 ... 마이크로프로세서

125 ...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

128, 129, 197, 198, 403, 404 ... 라인

133, 134 ... 데이터경로 135, 136, 137 ... 데이터단어

142, 402 ...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143 ... 송신기 레지스터 144 ... 스크램블러

145, 163 ... 전압제어식 오실레이터(VCO)

146, 164 ... 디바이더 147, 165 ... 주파수합성장치

148, 166 ... 저역통과필터 149, 161 ... RF 증폭기

150, 160, 173 ... 대역통과필터 151 ... 듀플렉서

162, 170 ... 믹서 172, 400 ... 증폭기

174 ... 리미터 175 ... 복조기

177 ... 디스크램블러 178 ... 수신기 레지스터

179 ...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180 ... 오디오필터

187 ...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198 ... 뮤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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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219, 221, 223, 301-315, 323 ... 키이

213 ... 메모리키이 214 ... 프로그램버튼

215 ... 재다이얼키이 216, 316 ... 홀드키이

217, 318 ... 플래시키이

218, 319 ... 사일런트(묵음) 키이

220, 222, 224, 324, 329 ... LED

326 ... 다운버튼 327 ... 업버튼

403 ... 클럭신호 404 ... 기저대역디지탈음성신호

410 ... 전압조절장치 411 ... 축전지

414 ... 변조기 424 ... 마이크로스트립 장치

429 ... 가변용량다이오드 444 ... 링거

450 ... 잭 501 ... 감시타이머

502 ... 계수기 511 ... 보완코드레지스터

513 ... 데이터버스 514 ... 스크램블러

521 ... 쉬프트레지스터 533 ... 자기동기화회로

535 ... 수신기레지스터 제어기 536 ... 보완코드비교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원격무선송수화기 유니트와 고정 베이스 유니트(base unit)사이의 전화 신호 전송 및 수신에 대한 것이며, 
특히 송수화기와 상기 베이스 유니트 사이의 디지탈 음성 데이터 및 디지탈 명령 데이터 모두를 송신할 수 있는 마이크
로 프로세스 사용 디지탈 무선 전화기에 대한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선 디지탈 전화기에서는 송수화기와 기저 
국이 902-928 MHz 대역에서 송신되는 FSK 변조 디지탈 신호를 사용하여 상호간에 통신이 이루어진다.

    
종래 기술이 무선 전화기 기능은 송수화기를 전화기 세트에 연결시키는 코드로 연결되어진 간섭 없이 전화기에서 대화
를 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종전 기술의 무선 전화기는 사용자의 
전화 회사 라인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베이스 유니트와 송수화기 유니트를 포함한다. 종래의 송수화기와 전화기 세트 사
이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개 46-49 MHz 대역에서 사용되는 무선주파수(RF) 연결에 의해 대체된다. 상기 
대화음성은 사용자의 음성을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먼저 변환시키고 협대역주파수변조(NBFM)기술을 사용하여 수신자
에게로의 무선 송신을 위한 RF캐리어를 사용하여 신호를 변조시킴으로써 기저 국과 송수화기 사이에서 연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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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에서 상기 변조된 아날로그 음성신호는 복조되어지며 스피커로 보내지고 이를 통하여 음성이 청취된다. 송수화기
와 베이스 유니트 사이에서 통신되어지는 다양한 명령기능은 디지탈포맷으로 대신하여 통신되어진다. 데이터포맷 모두
를 수용하기 위해 상기 디지탈 명령 신호는 600 Hz 또는 1 kHz 구형파로 변조되거나 아날로그 음성신호의 상부 '대역
내(in-band)' 신호로서 전송된다.
    

    
상기 디지탈 명령데이터의 대역내 전송의 한가지 단점은 상기 명령데이터가 음성데이터 신호의 일부이며 따라서 상기 
아날로그 음성신호가 복조되는 때 사용자에게 가청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 가청인 것외에 상기 명령데이
터는 매우 느리게 송신되어 채널모니터링의 실현을 배제토록 한다. NBFM 기술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전송
함에 있어 고유한 또다른 제한은 자주 발생되는 전파장애 방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기 아날로그음성신호의 송신 및 
수신을 달성시키는 수신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무선전화 디자인이 '코드로 연결된' 음성품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상기 아날로그음성의 송신 및 수신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된' 회로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아직도 전파장애 문
제와 방해가 발생되고 있다. 상기 전파장애 및 방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종래기술의 한가지는 사용자에게 '더욱 깨끗한' 
RF 연결을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개의 각기 다른 RF 채널 주파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채
널들은 변경시키기 위한 능력이 사용되었으나 이같은 종래기술의 장치는 얼마나 많은 방해를 염두에 두는 가에 따라 채
널을 변경해야 하는 사용자에 의해 채널변경이 수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방해가 송수화
기 만으로부터의 송신시에 있게 된다면 그와 같은 방해는 상기 송수화기 사용자가 들을 수 없게 되며 상기 송수화기 상
대 수화자에게는 큰 불편이 있게 될 것이다.
    

    
송수화기가 사용자가 바깥라인으로 접근하고 전화번호를 돌리는 때와 같이 베이스로 명령데이터를 송신하는 때, 베이스 
유니트가 무선전화기가 의도한 바대로 동작할 것이라면 완전한 명령을 수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RF 링크에서의 전
파장애 및 방해는 상기 명령데이터의 흐름을 명확하지 않게 할 것이며 상기 완전한 명령데이터가 수신되지 않게 할 것
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명령요구에 장치가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때 또는 의도되지 않은 명령의 실행이 있게 되는 때 
비로소 상실된 명령데이터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RF 통신장치는 일정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서로 통신할 수 없게 
되며 이같은 한계는 무선전화기 동작에서의 중요한 단점이 된다. 가령 송수화기가 통신영역바깥측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때 수신된 신호는 매우 약하며 다른신호로부터의 방해가 대화가 진행중인 때 상기 RF 링크의 간헐적인 상실을 일
으키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송수화기가 전화호출의 수신을 기다리는 '대기 모드'이고 상기 사용자가 기저국으로부터
의 일정범위 밖으로 이동하는 때 사용자는 기저국으로부터의 전화호출을 수신할 수 없게 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전화기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베이스 유니트와의 통신이 불가능하여 전화호출 수신영역밖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
는다면 그같은 영역밖에 있음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종래기술의 이같은 송수화기가 준비모드인 때 베이스 유니트로부터 전화호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적어도 상기 송수화기의 수신기회로는 계속 충전상태 이어야 한다. 대기모드인 때에도 수신기 및 송수화기
의 다른 부분에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송수화기 축전지에서는 계속해서 전력소모가 있게되며 궁극
적으로 송수화기 충전을 고갈시키게 되어 전화통화가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조차 재충전을 위해 베이스 유니트로 송
수화기가 되 보내져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통신범위가 늘어나고 전파장애 및 방해에 대한 매우 높은 내성을 갖는 잡음이 전혀 없는 대화를 제공
하는 디지탈음성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베이스 유니트와 송수화기 유니트를 포함하는 무선전화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종래기술 무선전화기의 상기 단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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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이같은 응용만을 위한 이같은 대역의 할당된 부분을 가지는 수정된 FCC 조정을 이용하여 90
2-928 MHz 의 RF 대역에서 그와 같은 신호의 무선전송 및 수신을 위해 디지탈음성신호 및 디지탈 명령신호의 결합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베이스 유니트와 송수화기 사이의 디지탈음성 데이터 흐름 스트림 내로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이음없이 
혼합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과 관련된 목적은 전송된 디지탈명령데이터가 상기 들어오는 디지탈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수신 유닛에 의해 
수신되고 수집되면 한 단조로운 시퀀스(quiet wequence)로 대체되어 상기 명령데이터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람직하
지 않은 가청음을 사용자가 듣게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송신된 명령 각각이 수신되어진 때 긍정 응답되고 만약 상실되거나 손상을 입게되면 또다른 
명령이 송신되기 전에 모두 긍정응답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도록 재송신 기술을 사용하여 긍정응답을 이용하는 명령데
이타 프로토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전화선으로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화호출을 하는 것을 막는 임의로 발
생된 보안코드를 사용하는 명령데이타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RF 링크에서의 방해에 대한 자동 탐지 또는 RF 링크의 전체 상실에 대한 자동탐지에 응답하여 
사용자에 의해 간섭없이 RF 채널 주파수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925.5 - 927.4 MHz의 동작주파수에서 송수화기의 동작을 위해 20개의 주파수 채널을 제공
하며 기저국의 동작을 위해 20개의 쌍을 이루는 주파수채널을 제공하며 이같은 채널이 빠른 채널스캐닝을 허용하는 방
식으로 쌍을 이루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디지탈 무선 전화기의 또다른 목적은 베이스 유니트에 의한 링크조사명령신호의 전송을 제공하며 송수화기에 의한 
수신에 대한 긍정응답을 제공하여 진행중인 호출이 있는동안 상기 RF 링크의 실행가능 및 존재를 계속해서 모니터 하
고, 뿐만 아니라 전화호출을 발생시키거나 수신할 수 없음에 대하여 송수화기 사용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범위에서 벗어남을 탐지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베이스세트내에서 송수화기가 충전중인 때 송수화기와 기저국이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음으로써, 송수화기와 베이스 유니트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충전 전
원을 변조할 필요를 없애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전략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며, 송수화기가 호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때 자동으로 전력이 차
단되도록 하고 들어오는 호출, 들어오는 링크조사 명령신호 또는 키패드 사용자에 의한 작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주기
적으로 일깨워 짐으로써 송수화기의 축전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송신 이전에 디지탈 음성신호를 스크램블하고 수신하는 때 상기 디지탈음성신호를 디스크램
블 하여 전화통화가 RF 채널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모니터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본 발명의 목적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 축전지 송수화기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 고정 베이스 유니트를 포함하며 이
들은 디지탈 무선전화기를 구성한다. 상기 송수화기는 전화다이얼패드 및 다른 기능키이 그리고 발광다이오드 상태 인
디케이터를 포함하는 무선 축전지 송수화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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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 유니트는 일정 고정위치에 위치하여지도록 되며, 외부 전원에 연결되고 대부분의 가정에 존재하는 통상의 
전화잭을 통해 사용자의 전화회사 라인에 연결된다. 상기 베이스 유니트는 상기 송수화기를 보관하기 위한 송수화기 보
관 크래들(craddle)을 포함한다. 상기 베이스 유니트내에 보관되는 때 송수화기와 보관 크래들내에 위치하는 두쌍의 
금속 접촉이 내부 축전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상기 송수화기로 전력을 공급하며 세 번째 접촉이 송수화기와 상기 베이스 
유니트 사이의 물리적인 데이터 연결을 제공한다. 스피커폰과 전화다이얼패드가 베이스 유니트에 제공되어 베이스 유니
트로부터의 전화호출을 수신하기도 하고 베이스유니트로 호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베이스유니트와 송수
화기 사이에서의 상호 통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상기 송수화기 및 베이스유니트는 각각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 장치이며 상기 장치의 다양한 동작을 지배하고 사용자
가 상기 장치의 동작중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루틴을 사용한다.

상기 베이스유니트와 송수화기는 두 유니트 사이에서 발생된 무선주파수 (RF) 링크를 통하여 서로 통화하며 이에 의해
서 송수화기가 전화회사의 '외부라인'로 전화호출을 하기도 하고 이로부터 전화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기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각각은 RF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를 포함한다.

    
상기 디지탈무선전화장치의 완전한 듀플렉스 동작을 제공하기 위해, 두 무선주파수 링크가 상기 베이스유니트와 송수화
기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한 RF 링크, 송수화기 채널은 상기 송수화기가 디지탈음성 및 명령데이터 신호를 송신하고 따
라서 상기 베이스유니트가 이들을 수신하도록 되는 주파수이다. 두 번째 RF 링크, 베이스유니트 채널은 상기 베이스유
니트가 디지탈음성 및 명령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며 따라서 송수화기는 이들을 수신하게 되는 주파수이다. 따라서 이들 
두 RF 링크들은 동시에 사용되어 사람의 음성이 상기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에서 동시에 들리기도 하고 말해질 수 
있도록 한다.
    

905.6-907.5 MHz의 베이스유니트동작주파수 대역내 총 20개의 채널과 , 925.5-927.4 MHz의 송수화기 동작주파
수 대역내 20개의 채널이 제공된다. 빠른 채널을 위해 스캐닝 송수화기 채널들이 베이스유니트채널들과 쌍을 이루게 되
며 표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4개 그룹의 5개 채널로 나뉘어 진다. 한 그룹내 인접한 채널 각각은 400 kHz 가 떨어져 
있게 된다.

주파수번호 채널 그룹
0 1 2 3

0 BU HS 905.6MHz925.5MHz 905.7MHz925.6MHz 905.8MHz925.7MHz 905.9MHz925.8MHz
1 BU HS 906.0MHz925.9MHz 906.1MHz926.0MHz 906.2MHz926.1MHz 906.3MHz926.2MHz
2 BU HS 906.4MHz926.3MHz 906.5MHz926.4MHz 906.6MHz926.5MHz 906.7MHz926.6MHz
3 BU HS 906.8MHz926.7MHz 906.9MHz926.8MHz 907.0MHz926.9MHz 907.1MHz927.0MHz
4 BU HS 907.2MHz927.1MHz 907.3MHz927.2MHz 907.4MHz927.3MHz 907.5MHz927.4MHz

채널주파수 각각은 채널그룹, 채널번호로 확인될 수 있으며 채널그룹들은 0, 1, 2 또는 3 이고 주파수번호는 0, 1, 2, 
3 또는 4이다.

    
상기 송수화기가 베이스유니트의 보관 크래들내에 있게 되는 때 크래들 개시 소프트웨어 루틴이 작동하여지게 된다. 상
기 베이스유니트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한 채널그룹 및 출발 주파수를 임의로 선택한다. 이같은 정보가 
상기 송수화기 정면에 위치하며 송수화기 보관 크래들내에 있는 축전지 재충전 접촉부에 인접한 물리적 데이터 접촉부
를 통하여 송수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달된다. 상기 송수화기는 RF 링크를 통하여 채널그룹 및 출발주파수 정보의 
수신을 긍정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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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유니트와 송수화기 사이에서 교환되는 중요한 데이터 타입(type)은 상기 송수화기를 작동시키는 사용자와 
베이스세트를 통해 송수화기에 연결된 대화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대화에 해당하는 음성데이터이다. 협대역주파수 변조
기술을 사용하고 아날로그음성신호를 전송하는 종래기술의 무선전화장치와는 달리 본 발명은 완전히 디지탈음성신호를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각각은 서로에게 송신되어질 말을 디지탈로 바꾸며, 송수화기는 사용
자의 음성을 디지탈화하고 베이스유니트는 전화회사 라인으로부터 오는 아날로그음성신호를 디지탈화 한다. 이같은 데
이터의 두 번째 타입은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사이에서 교환되며 디지탈명령데이터로서 인용된다. 본 발명장치가 송
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사이에서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주로 교환하지만 사용자가 다양한 선택에 접근하고 장치가 그같
은 다양한 장치를 위해 사용되도록 명령이 교환될 수 있기도 한 것이다.
    

대화음성의 송신 및 수신은 다음과 같이 발생된다. 송수화기 마이크로폰이 사용자의 음성을 픽업하고 이를 증폭되고 필
터되어지는 아날로그 기저대역 전기신호로 변환시킨다. 상기 기저대역 아날로그 신호가 다음에 적응델타 변조기술을 사
용하여 디지탈화 됨으로서 기저대역 디지탈음성데이터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기저대역 디지탈음성데이터가 명령데
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과하여 음성데이터로 인식된다.

다음에 상기 신호가 송수화기 안테나를 통해 베이스유니트로 전송하기 위해 925.5-927.4MHz의 캐리어주파수를 통하
여 스크램블되고 변조되어 진다.

    
상기 변조된 디지탈음성데이터 신호는 상기 베이스유니트 안테나에 의해 수신되고 926 MHz로부터 10.7MHz로 변환
되기 이전에 증폭되고 필터되어 진다. 상기 하향변환된 디지탈음성신호는 필터된 뒤에 디스크램블되고 명령데이터- 음
성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기저대역 디지탈음성신호로 복조되어지는 변조신호이며, 이는 디지탈음성데이터신호
로 인식된다. 다음에 상기 신호가 기저대역 아날로그음성신호로 해독된다. 상기 해독된 아날로그음성신호는 다음에 스
탠다드 전화인터페이스회로를 통하여 전화회사라인에 연결되기 전에 더욱 필터되어지고 증폭되어 진다.
    

음성신호는 이들이 905.6-907.5 MHz의 주파수대역으로 전송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상기 베이스유니
트로부터 송수화기로 송신된다. 상기 디지탈변조음성신호는 수신주파수가 905.6-907.5MHz의 주파수대역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상기 송수화기에 의해 수신되기도 한다.

상기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사이에서 교환된 명령데이터신호들은 이들이 사용자와 대화상대자 사이의 음성대화의 일
부가 아니라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사이에서 교환된 지시 또는 상태조사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음성데이터신호
와는 다른 것이다. 상기 송수화기로부터의 전화번호 다이얼링은 대표적인 작업이며 현재의 디지탈무선전화기에서의 명
령데이터 사용 및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전화호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역전화회사라인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종래의 전화선 전화세트에서는 송수화기를 들고 
따라서 스위치 후크를 들어올림으로써 전화회사라인으로의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는 것은 푸쉬버튼을 순서대로 누름으로써 시행되고, 푸쉬버튼 각각은 DTMF음을 발생시키며 이
는 전화회사스위치에 의해 판독되어 요망된 전화호출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로터리식 다이얼 전화에서는 일정한 펄스번
호가 특정사용자에 의해 다이얼된 특정 디지트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무선전화에서는 사용자가 종래의 유선전화세트 동작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 수있다. 실제상황에서
는 차이가 존재한다. 사용자가 송수화기로부터 전화호출을 하고자 하는 때 먼저 RF 링크가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사이에서 설정되어 송수화기가 다이얼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다이얼음이 들리면 사용자는 원하는 송수
화기 다이얼패드에서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원하는 전화번호를 다이얼 한다. 다이얼음의 선택과 전화번호의 다이얼링은 
각각 송수화기로부터 베이스유니트로 전송되어야 하는 명령기능이다. 현재의 장치에서는 '스위치후크' 가 베이스유니트
내에 위치하며 사용자가 호출을 선택하는 때 상기 송수화기에 의해 원격작동되어진다. 이같은 선택은 송수화기 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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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전화'키이를 누름으로써 수행된다. 사용자는 다음에 다이얼음을 듣게 될 것이며 통상의 방법으로 다이얼패드
를 사용하여 필요한 전화번호를 다이얼할 수 있다. DTMF음 발생기가 베이스유니트내에 위치하며 따라서 송수화기에 
의해 원격작동되어 진다. 사용자가 '인터컴' 키이를 누르면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스피커폰 사이에서 대화가 발생된
다. 인터컴 호출에서는 어떠한 전화선도 접근되지 않는다.
    

    
외부로 내보내는 호출라인의 원격선택 및 DTMF음의 발생, 그리고 본원명세서에서 설명된 다른 명령기능이 상기 송수
화기와 베이스유니트 사이에서 명령데이터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달성된다. 통상의 공지기술 무선전화기 에서는 명령데
이터가 RF링크를 통하여 디지탈포맷으로 전송된다. 데이터와 명령데이터 모두가 같은 링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디지탈데이터는 전송이 있기 전에 아날로그음성데이터신호 상부에서 변조되며 수신장치에서 회수되어
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자에게는 가청음이 되며 송신 및 회수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시킨다.
    

    
음성데이터와 명령데이터 모두가 디지탈포맷인 본 발명에서는 명령데이터가 데이터경로내로 삽입되고 따라서 RF링크
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디지탈음성데이터 흐름의 간섭을 사용하여 디지탈음성데이터와 디지탈명령데이터의 혼합
을 용이하게 하도록 독특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 또한 본 장치에서는 전송된 명령데이터가 의도된 유니트에 의해 수신
되어지고 어떠한 새로운 명령도 종전 명령이 수신된 것으로 긍정응답될 때까지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증된 전송
기법을 사용하는 데이터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디지탈명령데이터의 전송은 상기 베이스유니트로의 전송을 위해 한 명령데이터 패킷을 디지탈음성데이터 스트림내로 
삽입시킴으로써 수행된다. 명령들은 송수화기 키패드를 사용자가 누름으로써 송수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링크조사명
령을 발생시킴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사이에서 한 명령을 전송할 것이 필요한 때 상기 송수
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명령코드를 전송한다. 다음에 이같은 인터페이스가 디
지탈음성데이터 흐름을 간섭하고 명령데이터 패킷을 삽입시킨다. 디지탈데이터가 표적유니트에 의해 수신되는 때 또다
른 동일한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가 들어오는 디지탈데이터의 스트림내 명령데이터 패킷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하며 만약 하나가 발견된다면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수집하고 상기 데이터패킷을 다음에 수신유닛에 의해 디지탈
음성데이터로서 취급되는 단조로운 데이터순서로 대체시킨다. 상기 단조로운 데이터순서는 사일런스(silence)로서 취
급되며 따라서 약 1 밀리세컨드의 짧은 탐지할 수 없는 드롭아웃을 발생시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는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가 들을수 있었을 연속된 대화스트림이 된다.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가 다음에 상기 명령데이터패킷내에 담긴 명령코드를 번역하고 실행하는 수신
유닛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상기 수집된 데이터패킷을 전달한다.

    
명령들은 다음의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명령데이터 패킷의 형태로 송수화기로부터 베이스유니트로 그리고 베이스유니트
로부터 송수화기로 전송된다.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은 48개의 비트코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8개 비트는 프리앰블(p
reamble)이고 모두 '1'이다. 다음 16개 비트는 보안코드로 구성된다. 상기 보안코드는 베이스유니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에 의해 약 65,000개의 가능한 코드로부터 하나가 임의로 선택되며 송수화기 및 베이스유니트내 명령데이터-음성데이
터 인터페이스내로 다운로드된다.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의 나머지 24개 비트는 8비트데이터 단어가 3번 반복된 것이다. 
첫 번째 8비트 데이터단어는 처음 '0' 비트로 시작되고 5개의 비트데이터코드, 1개의 비트 전송순서계수기번호 그리고 
1개의 비트수신기 순서계수기 번호가 뒤따르게 된다. 상기 두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단어의 초기 비트들은 상기 장치가 
이제 막 다른장치로 전송하였던 명령을 우연히 수신하게 되는 피드백 상황을 막기위해 베이스 또는 송수화기 각각이 전
송하는 가에 따라 모두 '0들' 이거나 '1들'이다. 상기 사용자가 송수화기 키보드에서 버튼을 눌러 명령이 전송되어지도
록 하는 때 마이크로프로세서는 48개의 비트명령데이터 패킷을 어셈블하는 송수화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
스로 명령을 전송한다. 다음에 상기 인터페이스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연속된 디지탈음성데이터흐름을 간섭하며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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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의 디지탈음성데이터 대신 48비트의 명령데이터패킷을 삽입시킨다.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이 다음에 상기 베이스유
니트로 보내져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일부로서 작용하도록 한다.
    

    
상기 베이스유니트에서, 모든 유입되는 디지탈데이터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디지탈데이터 흐름을 스캔하는 송수화기 유
니트내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과한다. 상기 인터페이스가 어떠한 연속된 24개 
비트가 사전에 정해진 프리앰블 및 보안코드와 매치하게 됨을 발견할때, 정의에 의해 뒤따르는 24개의 비트가 수신된 
명령코드에 상응하는 명령을 소프트웨어가 실행하게 되는 그와같은 베이스유니트마이크로프로세서로 수집되고 전송되
어지는 디지탈명령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데이터패킷이 발견되어 진다. 48개의 비트명령데이터패킷을 수집한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상기 48개의 비트를 교대의 1과 제로(0)의 48개 비트로 이루어진 48개 비
트의 단조로운 데이터순서로 대체시킨다. 상기 단조로운 데이터순서가 다음에 둘러싸는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일부로서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로 흐르게 된다. 상기 단조로운 데이터순서는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에 의해 변환되
는 때 순간적인 사일런스 주기가 되며 스피커에 연결되는 때 단 1 밀리세컨드의 음성 드롭아웃을 발생시킨다.
    

상기 결합된 디지탈 및 명령데이터 전송 및 수신의 방법은 여러개의 새롭고 유용한 특징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베이스유니트와 송수화기 사이에서 전송된 각 명령에 대하여 상응하는 긍정응답이 상기 표적장치가 그와 같은 명
령을 수신함을 신호로 표시하는 전송장치로 되보내어진다. PAR(재전송 이있는 긍정응답) 프로토콜은 상기 전송유니트
가 단일명령을 전송한 다음에 다음명령을 보내기 이전에 긍정응답을 기다리도록 실시된다.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의 송신
기 순서계수기 번호 비트 및 수신기순서계수기 번호비트는 이같은 특징의 실시를 용이하게 한다. 상기 무선전화가 먼저 
전원이 공급되는 때 또는 상기 베이스유니트의 송수화기 보관 크래들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초기화 되어지는 때 상기 
송수화기 및 베이스유니트내 소프트웨어가 상기 송신 및 수신순서계수기번호를 제로로 초기화시킨다. 가령 상기 송수화
기가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한 데이터패킷을 송신하는 때 상기 첫 번째 순서번호는 제로이다. 소프트웨어 타임어는 명령
데이터패킷의 송신이 있게되는 때 초기화된다. 상기 베이스유니트가 상기 데이터패킷을 수신하는 때 상기 베이스유니트
는 제로의 순서계수기번호를 갖는 긍정응답을 송신한다. 한 긍정응답이 또다른 '명령 '이고 따라서 한 명령데이터패킷의 
일부로서 전송된다. 상기 수신기, 베이스유니트는 모듈로 2로 그순서번호를 증가시키며 제로가 1이되고 1이 제로가 되
도록 한다. 상기 송수화기 유니트는 순서제로를 갖는 긍정응답을 수신하며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정지 및 리세트 시키고 
다음에 모듈로 2로 그순서계수기 번호를 증가시킨다.
    

    
두 가능한 오류 종류가 발생될 수 있다. 하나는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이 정확치 못하게 수신되거나 상실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기 수신장치에 의해 전송된 긍정응답 패킷이 상기 송신기 장치에 의해 정확치 못하게 수신되거나 상실되는 것
이다. 만약 상기 명령데이터 패킷이 정확치 못하게 수신되거나 상실된다면 상기 베이스유니트는 긍정응답을 되보내지 
않을 것이다. 상기 송수화기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일정시간이 지난뒤에 타임아웃될 것이며 자동으로 상기 명령데이터패
킷이 같은 순서번호를 갖고 되보내질수 있도록 한다. 만약 두 번째 타입의 오류가 발생된다면 상기 베이스유니트는 정
확한 데이터패킷을 수신할 것이며 상응하는 긍정응답을 보낼 것이다. 상기 베이스유니트가 자신의 수신된 순서계수기번
호를 증가시킬 것이다. 상기 긍정응답패킷이 뒤이어 상실되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상기 송수화기 유니트는 타임아웃될 
것이고 다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보낼 것이다. 다음에 상기 베이스유니트가 종전 순서번호를 갖는 명령데이터패킷을 
수신할 것이며 앞선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의해 전송된 앞선 긍정응답이 상기 송수화기에서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할 것
이다. 따라서 입력되는 명령데이터 패킷은 무시될 것이며 종전 순서번호를 갖는 긍정응답이 되보내질 것이다. 이는 두 
송수화기 및 베이스유니트가 이들의 다른 데이터패킷을 수신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베이스 유니트가 한 링크조사 신호를 송신한다는 것이며, 뒤이어 송수화기가 허용가능 한 RF
채널이 있는지 그리고 그같은 채널이 상기 RF 주파수채널의 자동변경을 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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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상기 링크조사신호의 수신을 신호하는 링크조사 긍정응답을 송신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개의 연속된 링크조사
신호가 상기 송수화기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다면, 혹은 여러개의 링크조사 긍정응답신호가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되보내
져서 이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다면 선택된 상기 RF 채널은 간섭에 의해 발생된 낮은 품질의 수신으로 인해 혹은 상기 
송수화기가 상기 베이스유니트의 범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링크조사명령
신호가 상기 송수화기에 의해 수신되지 않거나 링크조사 긍정응답신호가 예정된 시간내에 상기 송수화기에 의해 수신
되지 않는다면 상기 송수화기 및 베이스유니트는 각각 한 분명한 RF채널을 발견하여 상기 RF 링크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들의 채널스캐닝 루틴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준비동작 중에 한 링크조사명령이 베이스로부터 송수화기로 매 10초마다 보내진다. 이같은 타이밍은 준비모드중에 송
수화기 전력소모를 최소로 하도록 선택된다. 5밀리세컨드이내에 상기 베이스가 송수화기로부터 링크조사 긍정응답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200 밀리세컨드동안 상기 송수화기로 계속하여 링크조사 명령을 보낼 것이다. 만약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상기 베이스유니트는 스캐닝순서(scanning sequence)를 시작할 것이다. 외부로 나가는 호출이 진행중이거나 
내부통화가 진행중이라면 링크조사명령이 상기 베이스유니트로부터 송수화기로 초당 4회씩 보내진다. 만약 상기 베이
스가 마지막 8개의 링크조사동안 아무런 응답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스캐닝순서를 시작할 것이다. 8개의 링크조사 긍정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은 한계값으로서 그 이상에서는 상기 RF 라인 품질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기 RF링
크내 짧은 페이드 (fade)가 무시되어 불필요한 채널변경이 피하여 질 수 있도록 다른 채널이 만들어지고 선택되어진다. 
상기 송수화기가 2초(8개의 링크조사) 동안 어떠한 링크조사도 수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캐닝순서를 시작할 것이다. 
상기 송수화기가 1초이상 어떠한 링크조사도 수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도록 소리를 낼 것
이다. 이와 같이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키가 눌려지거나 한 링크조사 명령이 수신될 때까지 계속된다.
    

상기 송수화기 스캐닝순서는 다음과 같다. 송수화기가 각채널마다 200밀리세컨드의 속도로 상기 채널그룹내에서 5개
의 모든 주파수를 주사시킨다. 전체 스캐닝주기는 1초이다. 상기 송수화기는 유효한 링크조사명령신호에 대하여 베이스
유니트를 모니터할 것이다. 송수화기는 한 유효링크조사명령이 수신될 때까지 링크조사 긍정응답을 전송하지 않을 것이
다. 일단 수신이 되는 때 상기 스캐닝순서는 정지할 것이며 상기 RF링크가 통신을 위해 설정된다.

    
상기 베이스는 채널마다 1초의 속도로 상기 채널그룹내 5개의 모든 주파수를 주사시킨다. 이는 2개의 스캐닝순서가 서
로 겹쳐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기 베이스유니트가 다음채널로 스위치 된 후에 상기 채널이 잡음이 없으며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를 조사하기 위해 30 밀리세컨드동안 '청취' 될 것이다. 이 같은 시간동안 상기 베이스유니트는 상기 송수화
기로 어떠한 링크조사명령도 보내지 않음으로써 상기 송수화기가 전송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간섭이 없다면 상기 베이
스유니트는 다음채널로 스위치 될 것이며 잡음이 없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채널을 통해 스캐닝을 반복할 것이다. 사
용되고 있지 않은 채널이 확인이 되면 상기 베이스는 초당 100회의 속도로 계속해서 링크조사를 전송할 것이다. 상기 
송수화기로부터 한 링크조사긍정응답을 수신하게 되면 이는 스캐닝순서를 정지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재개할 것이다. 링
크조사가 보내지고 긍정응답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RF 링크가 평가되며 송수화기 사용자가 그의 전송이 잡음이 있다라
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장치는 전력 절약장치 또는 '슬립(sleep)'모드를 실시하여 송수화기 축전지를 절약하고 송수화기 재충전 빈도
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상기 송수화기가 사용되지 않는 때 즉 어떠한 호출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때 상기 송수화기는 슬
립모드로 있게 되며 이같은 때에 송수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오실레이터는 불능이게 되고 이에 의해 축전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전력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주기적으로 재작동시키는 명령데이타-음성데이터 인터
페이스내 타이머회로에서는 유지된다. 가령 듀티싸이클(의무주기)이 선택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매 10분의 1초마다 '
깨워질수'있도록 된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깨워지게 되는 때 상기 송수화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출을 수신할 
수 있으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의해 발생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링크조사신호를 받아들이고 긍정응답할 수 있다. 추가
로 상기에서와 같이 깨워지는 때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사용자가 어떤 키이를 눌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송수화기 
키패드를 스캔한다. 사용자가 전화기 키이 또는 인터컴 키이를 누름으로써 상기 송수화기로부터 전화호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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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자동으로 깨워지게 된다.
    

    
본 발명의 디지탈 무선전화기 장치는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 제어를 제공하고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니트 사이에서의 통
신을 유지시키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용 시스템이다. 상기 송수화기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내장된 송수화기 소프트웨어
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송수화기가 상기 베이스유니트내 송수화기 보관 크래들로 되돌아가는 때 마다 송수화기 소
프트웨어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내로 상기 베이스유니트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보안
코드를 복사(copy)하는 초기화를 수행한다. 상기 전송기 및 수신기 경로에서의 변조기 및 복조기 위상고정 루프를 고
정시키기 위한 채널그룹 및 주파수번호와 관련된 정보가 또한 상기 송수화기로 복사된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아이들(i
dle), 온-라인, 인터콤 및 홀드 와 같은 송수화기 상태동작을 더욱더 유지시킨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상기 마이크로프
로세서가 키패드명령을 찾고 있는 키패드를 주사(scan)하게 하여 늘려질 수 있도록 하며 상기 키캐드기능을 실행하고 
키이명령을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전송시킨다. 또한 상기 소프트웨어는 상기 베이스유니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음성데이
터-명령데이터 인터페이스로부터의 명령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류사건 발생시 재전송과 
함께 긍정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전송순서 및 수신기순서 계수기번호를 유지시킴을 포함한다. 상기 소프트웨어는 상기 
베이스유니트와의 통신이 상실되었다면 채널스캐닝을 더욱더 실시하며 전력 절약 모드 및 다른 '타임아웃'기능을 위한 
타이머를 유지시킨다.
    

    
상기 송수화기로의 입력은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통해 달성된다. 첫 번째는 매트릭스 구성의 송수화기 키패드
를 통해 달성된다. 키패드 스캐닝은 상기 키패드 열들을 신속하게 폴링(polling)함으로써 수행된다. 상기 송수화기 마
이크로프로세서로의 두 번째 입력은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한다. 상기 인터페이스가 상기 보안
코드와 연속된 24개 비트 사이의 매치를 나타내는 때 상기 인터페이스는 타이머 수집 인터럽트를 통하여 마이크로프로
세서를 트리거함으로써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디자인에 의해 명령데이터 단어인 뒤따르는 24개 비트에서 판독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송수화기가 송수화기 보관 크래들내에 있게 되는 때 상기 베이스유니트
는 상기 크래들 데이터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보안코드, 채널그룹 및 주파수번호로 상기 송수화기를 초기화 할 것이다.
    

    
상기 송수화기 소프트웨어는 중앙처리루틴을 사용하여 상기 송수화기로의 특정 입력에 따라 송수화기 상태 및 우선순
위 흐름제어를 유지시킬수 있도록 한다. 상기 송수화기는 9개의 다른 모드로 동작된다 : 준비, 온(on), 크래들, 전화, 
페이징, 페이징됨, 인터콤, 프로그램, 홀드 및 시험 준비모드에서 상기 송수화기는 아이들이며 베이스유니트로부터의 
유효명령 또는 유효키패드입력을 기다린다. 이같은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수신기 섹션으로의 
전력이 온(on) 및 동작상태이어야 한다. 이는 일정하게 전력을 소모할 것이며 따라서 송수화기가 크래들내에 있지 않는 
동안은 축전지수명을 줄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입력을 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상기 축전지수명을 연
장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전력차단이 준비모드에서 실행된다.
    

    
상기 준비모드로 스위치된 이후에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50 밀리세컨드 동안의 입력을 기다릴 것이다. 만약 어떠한 
입력도 수신되지 않는다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수신기 및 송신기 전력을 차단할 것이며 자신의 동작을 유지
시킬 것이다. 상기 제어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는 계속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그속에 내장된 감시타이머가 마이
크로프로세서로부터 어떤 더 이상의 입력도 수신하지 않는다면 1초이후에 타임아웃될 것이다. 상기 감시타이머가 타임
아웃되면 이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리세트할 것이며 이에 의해서 이를 깨우게 될 것이다. 리스타트(restart)가 있
게 되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수신기 파워를 켜서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상기 베이스유
니트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상기 키패드를 스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약 어떠한 입력도 탐지되지 않는다면 
상기 전력 절약 순서가 다시 실행된다. 상기 슬립모드 중에 '전화' 및 '인터콤' 키이가 가능하도록 유지되어 사용자에 의
해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실행하게 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즉각적인 인터럽트 및 리세트 그리고 특정기능의 즉각적인 
실행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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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수화기가 상기 베이스유니트내 송수화기 보관크래들로 되돌아가는 때마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송수
화기가 상기 크래들상에 있게 되는 지를 탐지하며 모든 동작을 종료시키고 크래들 초기화를 시작할 것이다. 상기 초기
화중에 데이터는 상기 크래들데이터 접촉을 통하여 자동으로 베이스유니트로부터 수신된다. 상기 보안코드, 채널그룹 
및 주파수번호가 상기 베이스 세트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송수화기로 전송되는 때 상기 송수화기는 상기 데이터가 
수신된 이후에 베이스유니트를 긍정응답하고 상기 송수화기가 크래들로부터 나올 때 까지 그같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
다.
    

사용자가 상기 송수화기로부터의 호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때 혹은 베이스유니트로부터의 들어오는 호출을 응답하고자 
하는 때 상기 소프트웨어는 송수화기가 '전화' 모드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상기 송신기 전력은 베이스유니트와의 대
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켜지게 될 것이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호출이 진행중인 동안 불능이게 되고 상기 호출이 
홀드(hold)인 경우에만 작동되어지는 '인터콤' 키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키이로부터의 입력을 받아들일 것이다.

상기 '페이지(page)'모드는 상기 송수화기가 준비 또는 홀드 모드인 때 상기 인터콤 버튼을 누름으로써 입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베이스유니트를 페이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기 페이지가 상기 베이
스세트에 의해 응답되면 송수화기는 인터콤모드를 입력할 것이며 송수화기와 상기 베이스세트내 스피커폰사이의 대화
를 허용할 것이다.

페이지된 모드는 송수화기가 준비 또는 홀드 모드인 동안 상기 베이스세트로부터 페이지명령을 수신함으로써 입력될 
수 있다. 상기 홀드모드는 송수화기가 이미 전화모드이면 홀드키이를 누름으로써 혹은 진행중인 호출을 홀드 상태로 하
도록 상기 베이스에 의해 홀드 명령을 수신함으로써 입력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모드는 준비모드인 동안 상기 송수화기에서 프로그램키이를 누름으로써만 입력될 수 있다. 이같은 모드는 
사용자가 메모리 및 프로그래밍타입으로 전화번호를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장치의 생산검사 중에만 검사모
드가 제공되고 접근된다.

상기 베이스유니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비교가능한 소프트웨어 루틴을 포함하여 상기 송수화기 유니트에 의해 수행되
는 것과 상응하거나 상보적인 베이스유니트의 기능을 제어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베이스유니트 소프트웨어는 상기 초
기화루틴중에 온-홀드 전화라인을 감지하고 각기 다른 종류의 전화음을 선택하면서 메모리저장 및 재다이얼, 보안코드 
발생 및 채널그룹 그리고 주파수선택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하기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한 실시예로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발명의 디지탈무선전화기 장치(100)를 형성하는 송수화기(101) 및 베이스유니트(110)을 도시한 도면이다. 
송수화기(101)의 안테나 (102)와 베이스유니트(110)의 안테나(115) 사이에서 무선주파수(RF)링크 'A' 및 'B'를 통
하여 베이스유니트(110)과 대화하는 모터블 전화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송수화기(101)은 사용자가 말을 하
게 되는 마이크로폰(105)와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스피커(103)을 포함한다. 키이패드(104)는 사용자가 디지탈무선
전화기 100을 동작시키고 그 상태를 모니터하는 푸쉬버튼 키이와 발광다이오드 모두를 포함한다. 기능버튼(106,107,
108)은 송수화기(101)의 정면에 위치한다. 상기 기능버튼(106,107,108)은 금속단자로서 내부축전지와 마이크로프
로세서의 연결을 제공한다.
    

    
베이스유니트(110)은 대부분의 가정과 회사에서 사용되는 RJ 11 타입 벽 잭 내로 끼워지도록 된 코넥터코드(1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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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사용자의 전화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고정되어 지도록 된 하우징을 포함한다. 베이스유니트(110)은 송수화기 
축전지 보관 및 재충전을 위해 송수화기(101)을 수용하고 보관하도록 된 송수화기 보관크래들(111)을 포함한다. 충전
위치에서 상기 접촉점(106,107,108)은 베이스유니트의 접촉점(114,113,112)에 각각 정렬되어 충전전력이 접촉점(
112,114)를 통해 송수화기(101)로 공급되도록 하며 물리적인 데이터링크가 송수화기(101)과 베이스유니트(110) 각
각에 존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이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베이스유니트 (110)은 사용자가 스피커(116A) 
및 마이크로폰(116B)를 포함하는 스피커폰 (116)을 사용하여 전화서비스를 작동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키
이패드(117)을 더욱더 포함한다. 베이스유니트(110)은 전력코넥터(119)를 통해 외부전원에 연결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0)을 구성하는 기능단계에 대한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서 도시된 바
와같이 본 발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0)은 종래의 전화기세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의 지역 전화회사 교환기
에 선으로 연결된 송수화기(101)과 베이스유니트(110)으로 구성된다.

    
두가지 종류의 디지탈데이터가 베이스유니트(110)과 송수화기(101)사이에서 교환된다. 첫 번째 데이터 종류는 디지
탈음성데이터로서 사용자의 송수화기(101)과 베이스유니트(110)에 의해 나타내진 대화상대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대
화를 나타낸다. 두 번째 종류의 데이터는 베이스유니트(110)과 송수화기(101)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로서 디지탈
명령데이터이다.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는 디지탈무선전화기(100)의 동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송수화기(101)과 베
이스유니트(110) 사이에서 전송되는 지시 및 상태 요구를 나타낸다.
    

    
송수화기(101) 및 베이스유니트(110) 각각은 화살표(133,134)로 표시된 두 개의 데이터경로를 포함한다. 데이터경
로(133)은 음성 및 명령데이터 송신에 해당하며 데이터경로(134)는 음성 및 명령데이터 수신에 해당한다.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송수화기(101) 이 베이스유니트(110) 에 의해 수신된 RF 링크주파수로 송신하고 베이스유니트(
110)은 송수화기(101) 에 의해 수신된 RF 링크주파수로 전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송수화기(101)로부터 베이스유니
트(110) 으로 의 대화의 송신과 베이스유니트(110) 에 의한 송수화기(101)로부터의 수신 각각은 베이스유니트(110) 
에 의한 그리고 이로부터의 상응하는 송신 및 수신이 같은 방식으로 발생됨을 상기하고자 한다.
    

    
송수화기(101)로부터 베이스유니트(110)으로의 음성전송은 다음과 같이 발생된다. 사용자가 사용자의 음성을 픽업하
고 사용자의 음성에 응답하여 라인(129)로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발생시키는 송수화기(101)의 마이크로폰(105)로 말
을 한다. 상기 아날로그 전기신호가 증폭되며 송신기 기저대역 오디오 단계(130)내에 담겨있는 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다. 상기 단계의 출력(130) 은 기저대역 아날로그음성신호이다. 상기 아날로그 음성신호는 다음에 아날로그-디지탈변
환기를 포함하는 디지탈전송기 단계(131)에 의해 디지탈화 되며 상기 변환기의 출력은 기저대역 디지탈음성데이터신
호이다. 본 발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0)에서 적응 델타 변조(Adaptive Delta Modulation) 디지탈화기술이 사용된
다. 다른 이용가능한 디지탈화 기술이 사용될 수 있기도 하다. 상기 기저대역 디지탈음성신호는 디지탈음성신호(명령신
호와는 반대로)인 것으로 전송하여지도록 된 신호를 인식하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를 통과하며 
베이스유니트(110)으로의 전송을 위해 기저대역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스크램블한다. 상기 스크램블된 기저대역 디지탈
음성 데이터를 다음에 RF전송기 단계(132)에 의해 주파수이동 키잉(FSK)변조를 사용하여 926 MHz캐리어로 변조된
다.
    

듀플렉스(121)은 고임피던스 네트워크 사용을 통해 송수화기(101)의 수신경로(134)로부터 전송경로(133)을 분리시
키도록 하며 이때 상기 네트워크가 디지탈변조 RF신호를 안테나(120)으로 유도하고 상기 송신된 디지탈변조 RF 음성
데이터가 수신경로(134)내로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변조디지탈음성데이터가 다음에 안테나(120)을 통하여 베
이스유니트(110)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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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유니트(110)은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전송하고 마찬가지로 수신하도록 작용하며 이에 따라 이같은 기능을 설명하
기 위해 도 2가 참조되어질 것이다. 베이스유니트(110)은 안테나(120)을 통하여 변조된 디지탈음성신호를 수신하며 
듀플렉스(121)을 통하여 RF 수신기 단계(124)로 상기 수신된 디지탈음성신호를 보낸다. RF 수신기 단계(124)는 안
으로 들어오는 변조된 디지탈음성신호를 증폭하고 필터하며 상기 신호를 926MHz 로부터 10.7 MHz 로 변환시키고 이
때 기저대역 디지탈음성신호내로 필터되며 복조되어진다. 상기 기저대역 디지탈음성신호는 처음으로 디지탈음성데이터
를 디스크램블 하고 다음에 디지탈음성신호로서 상기 수신된 신호를 인식하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
5)를 통과하게 된다. 다음에 상기 기저대역 디지탈음성신호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를 사용하는 디지탈수신기단계
(126)에 의해 기저대역 아날로그음성신호로 변환되어진다. 다음에 기저대역 아날로그음성신호출력이 라인(128)을 통
하여 전화기 인터페이스를 경유해서 지역전화회사 전화라인으로 보내지기 전에 수신기 기저대역 오디오 단계(127)에 
의해 필터되어지고 증폭된다.
    

상기 전화기 인터페이스 또는 스피커폰(116) 중 어느하나를 통하여 베이스유니트(110)으로 제공된 아날로그음성신호
들은 베이스유니트(110)이 906 MHz 주파수로 전송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베이스유니트(110)으로 전송하기 위해 송
수화기(101)에 의해 사용된 같은 처리를 사용하여 송수화기(101)로 전송된다.

베이스유니트(110)으로 디지탈음성데이터신호를 전송하는 것 외에 송수화기(101)은 디지탈명령신호를 베이스유니트
(110)으로 전송한다. 상기 명령데이터신호는 이들이 사용자와 대화상대자 사이의 음성대화 일부가 아니라 송수화기(
101)과 베이스유니트(110) 사이에서 교환되는 지시 또는 상태 조사의 형태를 한다라는 점에서 음성데이터신호와는 
다른 것이다.

본원명세서에서 설명된 외부로유출되는 라인의 원격선택 및 DTMF 음의 발생 그리고 다른 명령기능들이 송수화기(10
1)과 베이스유니트(110) 사이의 명령데이터신호를 전송시킴으로서 달성되어진다.

    
음성데이터 및 명령데이터가 모두 디지탈포맷형태를 하는 본 발명에서 디지탈음성데이터와 디지탈명령데이터를 디지탈
음성데이터 흐름의 간섭을 통해 혼합시킴을 용이하게 하여 명령데이터가 데이터경로내로 삽입될 수 있도록 하며 따라
서 RF 링크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 발생되었다. 또한 본 발명장치에서는 명령데이터의 전송
이 전송된 명령데이터가 의도된 유니트에 의해 수신되어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입증된 전송기법을 사용하는 독특한 
데이터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디지탈명령데이터의 전송은 베이스유니트(110)으로의 전송을 위해 한 명령데이터 패킷을 디지탈음성데이터 스트림내
로 삽입시킴으로써 실행된다. 사용자가 키이패드(122)를 누르거나 소프트웨어 제어하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23)에 
의해 명령이 개시된다. 송수화기(101)과 베이스유니트(110) 사이에서 명령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23)이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로 상기 명령코드를 전송한다. 다음에 인터페이스(125)가 
디지탈전송기 단계(131)에 의해 발생된 디지탈음성데이터의 흐름을 인터럽트하며 한 명령데이터 패킷을 삽입시킨다. 
상기 디지탈데이터가 상기 표적유닛에 의해 수신되는 때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가 안으로 들어오는 
디지탈데이터 스트림내에 명령데이터 패킷이 존재하는 가를 조사하며 만약 하나가 발견되면 상기 명령데이터 패킷을 
수집하고 상기 데이터패킷을 장치(100)에 의해 디지탈음성데이터로 취급되어지는 단조로운 데이터순서로 대체시킨다. 
상기 단조로운 데이터순서는 사일런스로서 디지탈수신기단계(126)에 의해 처리되며 따라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스피커
를 통하여 사용자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연속된 음성스트림내 짧은 드롭아웃을 발생시킨다.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
터페이스(125)는 수집된 데이터패킷을 상기 데이터패킷내에 담긴 명령을 인터럽트하고 실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123)으로 전송한다.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의 포맷이 도 3에 도시된다. 상기 데이터패킷은 길이가 48비트이고 8비트 프리엠블과 뒤이은 16
비트 보안코드 및 3회 반복 8비트 명령단어를 포함한다. 상기 프리엠블은 모두가 '1'로 세트된 8비트로 되어있다. 상기 
보안코드는 임의 데이터의 16비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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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령데이터는 3회 반복된다. 3개의 데이터패킷모드가 같지 않다면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며 데이터는 무시
된다. '다수결법칙(majority rules)' 타입의 배치가 실시될 수 있기도 하다.

    
베이스 유니트(110) 명령데이터패킷이 제4도에 도시된다. 상기 패킷은 첫 번째 데이터단어(135)에서 '0'로 세트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데이터단어(136) 및 (137)에서 '0'로 세트된 최초비트, 다섯 개 비트명령코드, 1비트 전송순서계
수기 번호(138) 그리고 1비트 수신순서계수기 번호(139)로 이루어진다. 송수화기(101) 데이터포맷은 도 5에 도시되
며 첫 번째 데이터단어(135)에서 '0'로 세트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데이터단어(136) 및 (137)에서 '1'로 세트된 최
초 비트, 다섯 개 비트명령코드, 1비트 수신순서계수기번호 그리고 1비트 전송순서계수기번호를 포함한다.
    

전화기 장치(100)에서 베이스 유니트(101)은 송수화기(101)이 베이스 유니트(110)내에 송수화기 보관크래들(111)
로 보내질때마다 송수화기(101)로 약 6,500개의 가능한 보안코드 가운데 한 코드를 적재한다. 상기 보안코드는 베이
스 유니트(110)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되며 RF 링크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송수화기(101) 
및 베이스 유니트(110)에 의해 사용된다.

도 4 및 5에 도시된 데이터포맷은 상기 데이터포맷이 전송 및 수신순서계수기 번호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
가 전송된 데이터순서 각각으로 피드백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도 6은 송수화기(101)의 키이패드(104)기능배치를 도시한 것이며, 이는 송수화기(101) 및 베이스 유니트(110)의 상
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키이(201)에서 (212)는 전형적인 '터치 톤'전화기에서의 1 내지 9 및 '*', 제로 및 '#'
키이에 상응하는 것이다. 도 6에서는 각각 '전화', '인터콤' 및 '오프(off)'로 표시된 키이(219,221,223)이 추가로 도
시된다. 전화키이(219)는 사용자에 의해 송수화기(101)로부터 호출을 개시하도록 사용되며 이에 의해 사용자가 송수
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110) 사이에서 RF링크를 만들기 위해 전화키이(219)를 누르며 전화라인에 접근할 수있
게 된다. 전화키이(219) 위에 위치하는 LED(220)은 바깥라인이 사용되고 있는 때 불이 켜지게 된다.
    

    
인터콤 키이(221)은 송수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110) 사이에서 인터콤 호출을 발생시키어 외부로 나가는 라인
이 접근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송수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110) 사이에서 RF 링크를 사용자가 만들 수 있게 
한다.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송수화기(101)을 갖는 사용자는 송수화기(101)내에 존재하는 스피커와 마이크로폰
을 통해 대화할 것이며 인터콤호출 상대자는 베이스 유니트(110) 내에 존재하는 스피커폰(116)의 마이크로폰(116A) 
및 스피커(116B)를 통해 대화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가 인터콤키이(221)을 누르면 송수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
(110) 사이에서 음성변화가 수행될 수 있다.
    

오프(off)키이(223)은 전화라인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인터콤대화를 차단하도록 사용된다. 만약 3자간 대화가 실행
되고 있다면 (바깥측 라인, 스피커폰 및 송수화기의 사용) 오프키(223)을 누름으로써 송수화기를 대화로부터 차단시
키고 스피커폰 상대자가 바깥측 라인에 연결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키이(201)에서(210), 1에서 9 및 제로 가 눌러지는 때 그리고 바깥측 라인이 폰키이(219)를 누름으로써 먼저 선택되
어진 때, 상기 라인을 통하여 DTMF음이 전송되며 송수화기 스피커(103)으로 다시 에코되어진다. 키이(201)에서(2
10)이 계속 눌러지게되면 음이 계속 전송된다. 펄스라인에 대해서는 키이(201)에서(210) 중 어느하나를 누름으로써 
적절한 펄스패턴이 상기 라인을 통하여 전송될 수있도록 하며 상기 송수화기 스피커(103)을 통하여 에코되어질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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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키이(211)는 베이스 유니트(110)이 펄스모드인때 송수화기(101)이 톤모드로 동작할 수있게 한다. 상기 톤키이(
211)을 누름으로써 호출이 있는동안 키이(201)에서(210) 및 (211) 그리고 (212)를 누르게 되면 DTMF 음이 발생
되어 질수 있도록 한다. '파운드' 키이(212)는 적절한 DTMF 음을 발생시키도록 제공된다. 송수화기(211)가 펄스모드
이면 이같은 키이가 작동되지 않는다. 파운드키이(212)는 또한 링커타입(ringer type)을 프로그램하도록 사용된다.

    
또한 6개의 기능키이가 제공된다. 메모리키이(213)은 사용자가 베이스 유니트(110)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저장 내로 
폰번호를 프로그램하도록 사용된다. 10개의 메모리위치, 0-9, 가 제공되며 이들 각각은 16개까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내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먼저 프로그램버튼(214)를 누르며 다음에 키이(201)에서 (21
0)까지중 하나를 누름으로써 메모리위치를 선택하고, 키이패드(114)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메모리내에 저장하고자 하
는 번호를 입력시킨다. 상기 동작이 종료되는 때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선택된 키이위치로 할당하는 메모리키이(213)을 
누른다. 메모리위치로부터 한 전화번호를 다이얼하기 위해 '폰' 누르고 다이얼음을 듣게 되며 다음에 메모리키이(213)
을 누르고 저장위치 번호 0-9가 뒤이어 눌려지도록 함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는 라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다이얼 키이(215)는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다이얼 했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얼하도록 제공된다. 상기 재다이얼
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폰키이(219)를 누름으로써 다이얼음을 선택하고 다음에 재다이얼키이(215)를 누르게 된
다.

    
홀드키이(hold key)(216)은 밖으로 나가는 호출을 끊지 않고 홀드하기 위해 제공된다. 호출이 더 이상 홀드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사용자는 폰키이(219)를 누르면 된다. 보안특징으로서 만약 사용자가 먼저 홀드키이 (216)을 누름으로
써 통화하기를 기다리는 호출을 하였다면 오프키이(223)을 누름으로써 호출을 차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만약 한 호출
이 통화하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송수화기(101)이 베이스 유니트(110) 내에서 보관위치로 있다면 상기 호출은 끊기
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또다른 폰으로 옮겨간다면 그리고 그 폰을 픽업한다면 상기 호출은 자동으로 끊
기게 되고 무선폰(100)이 릴리이스된다. 만약 사용자가 상기 다른 폰을 끊는다면 상기 호출은 차단되고 무선전화(10
0)을 끊기 위해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3자간 대화가 송수화기(101), 베이스 유니트(110) 및 외부로 나가
는 호출사이에서 발생된다면 홀드키이(216)을 누름으로써 송수화기(101) 및 베이스 유니트(110) 모두가 홀드 상태
가 되어 폰키이(219)를 누르거나 스피커폰 키이(223)을 누름으로써 홀드기능이 불능이도록 할 수 있다. 홀드상태에 
있는 상대자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무선전화기(100)은 매 5초마다 전송되는 톤펄스(tone pulse)를 발생시킨다. 또
한 송수화기(101)은 사용자에게 호출이 홀드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매 10초마다 소리가 울리도록 될 것이다. 메모리
위치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 상기 홀드키이를 누름으로써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일정 텔리커뮤니케이션 장
치 또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때 필요한 때와 같이 한 잠시 멈춤이 다이얼링 순서내로 삽입되어 지도록 할 것이다.
    

    
프로그램 /프라이버시 키이(214)는 두 개의 기능을 한다. 한 외부라인이 송수화기(101)에 의해 선택되어진 때 프로그
램/프라이버시 키이(214)를 누르게 되면 베이스 유니트(101)내에 존재하는 스피커(116A)가 호출하는 동안 가능상태
에서 불능상태로 토글(toggle)되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사용자는 송수화기(101)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호
출로의 대화를 어느 누구도 베이스 유니트(110)내에 스피커폰(116)을 통하여 대화를 듣지 못하도록 하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프라이버시 키이(214)를 다시 누름으로써 불능상태로부터 가능상태로 스피커폰(116)을 토글
할 것이다. 상기 호출이 키이(223)을 누름으로써 완성되면 스피커폰(116)은 자동으로 가능상태로 리세트된다. 송수화
기(101)이 오프라인 (off line)이고 외부로 나가는 라인에 접근하지 않은 때 프로그램/프라이버시 키이(214)를 누름
으로써 송수화기(101)이 프로그램모드가 되도록 한다. 상기 프로그램모드에서 사용자는 앞서 설명된 바와같이 전화번
호를 저장할 수 있거나 링거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 링거타입을 세트시키기 위해 송수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
(110)이 오프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먼저 프로그램/프라이버시 (214)를 누르며 다음에 파운드키이(211)을 누르고 다
음에 키이 1에서 4, (201)에서(204)를 누름으로써 링거타입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 링거타입이 선택되어지면 송수화
기(101)은 사용자에게 선택되어진 링타입(ring type)을 나타내도록 한번 울리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프라이버
시 키이, 파운드키이(212) 다음에 제로키이를 누름으로써 고와 저 볼륨 사이를 선택하여 고와 저 볼륨사이에서 링거를 
토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선택되면 상기 링거는 다시 프로그램될 때까지 그같은 모드를 유지하게 된다. 플래시 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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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은 종래의 전화세트에서 스위치 후크를 누르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이같은 기능은 지역전화회사에 의해 공
급되어지는 호출대기 또는 호출 송출 과 같은 서비스와 함께 사용된다.
    

사일런트(묵음) 키이(218)은 송수화기 마이크로폰(105)를 불능이도록 한다. 불능이 되는 때 저축전지/사일런트 LED
(224)가 빛을 낸다. 상기 사일런트 버튼(218)을 누르게되면 다시 상기 사일런트 특징을 불능이도록 할 것이다.

    
저축전지/사일런트 LED(224)는 사용자에게 송수화기(101)의 축전전하가 낮음을 나타내도록 한다. 상기 축전지가 낮
은 것으로 밝혀지는 때 호출이 처음작동하여지게 되는 때 경고음이 송수화기(101)로부터 방출되어진다. 호출중에 저축
전지/LED(224)는 빛을 내며 사용자에게 유니트(101)가 재충전될 필요가 있음을 알린다. 또한 볼륨버튼이 송수화기(
101)의 측면에 제공되어 (도시되지 않음) 스피커(103)의 볼륨을 조정하고 볼륨크기를 상중하 사이에서 세트하도록 
사용된다.
    

    
도 7은 베이스 유니트(110)의 키이패드(117) 기능배치를 도시한 도면이다. 키이 (301에서 315)는 송수화기(101) 
키이(201) 에서 (215)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인터콤 키이(321), 홀드키이(316), 플래시 키이(318) 및 뮤트키이(m
ute key)(319 )또한 송수화기(101)의 키이패드(104)내에 존재하는 상응하는 키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베이스 유니
트에는 존재하지만 송수화기(101)에는 존재하지 않는 스피커폰 키이(323)는 여러 각기 다른 모드로 동작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라인이 분리되지 않는 때 스피커폰 키이(323)를 누르게 되면 베이스 유니트(110)가 외부로 나가는 라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단 선택되기만 하면 LED(324)가 빛을 내게 될 것이다. 다음에 전화번호가 키이(301)
에서 (312)를 누르거나 재다이얼 키이(315)를 누름으로써 호출되어질 수 있다. 송수화기(101)에 의해 한 전화라인이 
연결되어지는 때 스피커폰 키이(323)를 누르게 되면 삼자간 대화가 송수화기(101), 베이스 유니트(110) 그리고 외부
로의 라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이같은 특징이 선택되면 송수화기(101)에서의 인터콤 LED(222)를 플
래시(flash)시키고 가청음을 방출시킴으로써 선택되어졌음을 알리게 될 것이다. 송수화기(101)의 사용자가 삼자간 대
화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베이스 유니트(110)의 스피커폰(116)을 차단시키기 위해 프라이버
시 키이(214)를 누르면 된다. 만약 한 전화라인이 베이스 유니트(110)에 의해서만 연결되어진다면 스피커폰(323)을 
누름으로써 상기 전화라인을 차단시키게 될 것이다. 외부로 나가는 라인이 송수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 (110) 모
두에 의해 연결되어진다면 삼자간 대화중에 스피커폰 버튼(323)을 누름으로써 스피커폰(116)을 대화로부터 차단시킬 
것이다. 송수화기(101)과 상기 외부로의 라인은 계속 연결되어 있게 될 것이다. 호출이 홀드키이(316)을 누름으로써 
대기하여 있도록 되면 스피커폰 키이(323)을 누름으로써 호출이 대기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상기 스피커폰 
이 사용되고 있으며 송수화기(101)이 송수화기보관크래들(111)내에 있다면 송수화기 (101)을 크래들(111)로부터 
회수함으로써 자동으로 스피커폰(116)을 차단시키게 될 것이다. 베이스 유니트(110)은 스피커폰 키이(323)을 누르
기만 함으로써 작동될 수 있다. 충전 LED(329)가 제공되고 빛을 내게되는 때 사용자에게 송수화기(101)이 크래들(1
11)내에 존재하며 충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스피커폰 볼륨제어(325)는 스피커폰(116)의 가변조정을 제공하는 다운
버튼(326)과 업버튼(327)로 구성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디지탈무선 전화기장치(100)의 송수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110)의 상세한 기능블럭도이다. 
상기 송수화기(101)과 베이스 유니트(110) 모두에 공통인 블록도 부분은 실선으로 도시되고 점선으로 도시된 나머지 
부분은 베이스 유니트(110)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화살표(133) 및 (134)로 표시된 두 
데이터경로는 마이크로폰(140) 과 안테나(152) 사이 그리고 안테나(152)와 스피커(182) 사이 각각에서 존재한다. 
데이터경로(133)은 송수화기(101)의 송신기부에 해당하며 이에 의해서 송수화기에 대고 한 말이 수신되며 안테나(1
52)를 통해 송신되고 데이터경로(134)는 송수화기(101)의 수신기부에 해당하여 무선주파수 신호가 안테나(152)에
서 수신되고 스피커 182에서 가청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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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시에 송수화기(101)의 마이크로폰(140)은 사용자가 한 말을 픽업하며 이를 아날로그 전기신호로 변환시킨다. 이
같은 신호가 다음에 송신기 기저대역 오디오 단계(141)에서 증폭되고 필터되며 그 출력은 기저대역 아날로그 오디오신
호이게 된다. 이같은 기저대역 아날로그 신호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42)의 출력이 기저대역 디지탈오디오신호이
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탈화 하는 아날로그-디지탈변환기(142)를 통과하게 된다. 상기 디지탈 
오디오 신호는 송신기 레지스터(143)을 통과하며 다음에 스크램블러(144)에서 스크램블 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디
지탈화 기술은 상기 적응 델타변조 (ADM)기술이다.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42)의 출력이 캐리어주파수로 변조되
고 스크램블링 없이 안테나(152)에 의해 송신되어질 것이라면 상기 사용된 변조기술때문에 만약 인터셉트된다면 어느
정도는 무선신호가 가청될 수 있어서 제 삼자가 음성전송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될수 있다. 따라서 스크램블러
(144)는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스크램블 하도록 하여 송신된 무선신호가 직접 이해될 수 없도록 사용된다.
    

    
상기 스크램블러(144)의 출력은 주파수이동키잉(FSK)변조를 사용하여 캐리어를 변조시키는 전압제어식 오실레이터
(VCO)(145)로 보내진다. 상기 캐리어주파수는 저역통과필터(148)로부터의 DC전압에 달려있다. 상기 저역통과필터
(148)은 전압제어식 오실레이터(145), 저역통과필터(148), 주파수합성장치(147) 그리고 디바이더(146)으로 구성
된 PLL 주파수합성 회로의 일부이다. 주파수합성장치(147)은 기본적으로 디바이더(146)으로 주파수를 나눔으로써 
어떤 주파수에서 상기 VCO(145)가 동작하는 가를 결정한다. 다음에 이같은 신호가 주파수합성장치(147)에 의해 기준
주파수와 비교되며 오류전압이 저역통과필터(148)을 통해 적용되어 상기 VCO(145)에서 어떠한 드리프트(drift)도 
교정시킨다. 상기 네트(NET) 결과는 VCO(145) 출력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83)에 의해 결정된 주파수로 한 변조된 
캐리어가 있도록 한다.
    

따라서 VCO 14D 의 출력은 925.5 MHz에서 927.4 MHz 까지의 20개 주파수중 한 주파수에서의 변조된 캐리어이다. 
상기 변조된 디지탈음성신호가 다음에 RF 증폭기(149)에 의해 증폭되며 925.5 및 927.5 MHz 사이의 주파수 만을 통
과시키도록 하는 대역통과필터(150)에 의해 필터되어 진다. 상기 대역통과필터(150)의 필터된 출력은 다음에 듀플렉
서(151)을 통해 안테나 (152)로 적용되며 여기서 베이스 유니트(110)으로 보내진다.

    
20개의 각기 다른 주파수중 한 주파수로 베이스 유니트(110)으로부터 송신되어진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조된 디지탈데
이터는 안테나(152)에 의해 수신된다. 상기 주파수채널들은 905.6MHz 에서 907.5 MHz 사이이다. 상기 변조된 디지
탈음성신호가 안테나(152)내로 전달되며 대역통과필터(160)에 의해 필터되어진다. 상기 필터는 906 MHz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대역폭이 2MHz이어서 905.5 MHz 와 907.5 MHz 사이의 주파수만을 통과시킨다. 따라서 바람직한 주파
수가 통과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주파수는 감쇄된다.
    

    
대역통과필터(160)의 출력은 변조된 디지탈음성신호이며 다음에 이는 RF 증폭기(161)에 의해 증폭되고 믹서(162)
로 보내진다. 믹서(162)는 전압제어식 오실레이터(163), 저역통과필터(166), 주파수합성장치(165) 및 디바이더(16
4)로 구성된 PLL 회로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900 MHz 신호를 60 MHz 신호로 하향변환시키도록 한다. 상기 
주파수합성장치(165)는 한 오류전압이 VCO(163)에서 드리프트를 교정시키는 저역통과필터(166)을 통해 적용되도
록 주파수합성장치(165)에 의해 기준주파수와 비교함으로써 디바이더(164)로 주파수를 디바이드시킴으로써 어떠한 
주파수에서 VCO(163)이 동작하는 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은 상기 신호가 20개의 가능한 주
파수채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도록 다운변환되어지도록 하는 정확한 주파수를 선택하도록 한다. 상기 회로는 적절한 '
채널번호'를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으로부터 받아들이며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제어하
에서 오디오채널을 변경시키도록 수신되어질 특정 채널을 명시함을 가능하게 한다. 믹서(162)의 출력은 IF 증폭기(1
67)에 의해 증폭되며, 대역통과 필터(168)에 의해 필터되고 그리고 다시 49.3 MHz 에서 동작되는 고정된 오실레이터
(171)에 의해 구동된 믹서(170)에 의해 더욱 변환되기 이전에 IF 증폭기(169)에 의해 증폭된다. 믹서(170)과 오실
레이터 (171)은 고정된 크기의 다운변환을 제공하도록 하여 상기 수신된 변조 디지탈음성신호가 10.7 MHz 에까지 이
르도록 하며 여기서 증폭기(172)와 대역통과필터(173)에 의해 증폭되고 더욱더 필터되어진다. 상기 대역통과필터(1
73)의 출력은 어떠한 증폭변조 잡음도 제거시키도록 하는 리미터(174)를 통과한다. 리미터(174)는 품질이 낮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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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탐지되면 라인(198)을 통해 뮤트신호를 더욱더 발생시킨다. 복조기/비교기 단계(175)는 FSK 방법에 의해 상
기 기저대역 디지탈음성신호를 복조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복조기(175)의 출력은 기저대역디지탈신호이다. 데이터/클
럭회복단계(176)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디지탈기저대역파형태신호로부터 상기 데이터 및 클럭신호를 회복하도록 한
다. 다음에 상기 데이터신호가 상기 기저대역디지탈데이터를 디스크램블하는 디스크램블러(177)로 보내지게 되어 스
크램블러(144)에 의해 수행되었던 인펄스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클럭신호는 라인(197)에 의해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기(179)로 연결된다. 클럭/데이터 회수단계(176)에 의해 발생된 상기 디스크램블된 디지탈데이터 및 회수된 클럭신호
는 수신기 레지스터(178)로 공급되며 다음에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179)로 적용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지탈음
성신호를 기저대역아날로그신호로 변환시키도록 한다. 다음에 상기 아날로그신호는 기저대역수신기 오디오필터 (180)
에 의해 필터되어지며 스피커(182)로 보내지기전에 증폭기(181)에 의해 증폭된다. 리미터(174)로부터의 뮤트라인(
mute line)(198)은 품질이 좋지 않은 신호가 탐지되어 스피커(182)를 통해 들리지 않도록 하게 되면 증폭기(182)를 
뮤트시키도록 한다.
    

베이스 유니트(110)은 다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설명된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된다. 베이스 유니트(110)
의 수신기 섹션은 송수화기 (101)이 송신하는 주파수채널에 해당하는 925.5 에서 927. 5 MHz 범위로 동작한다. 이와
는 반대로 베이스 유니트(110)의 송신기부는 송수화기(101)에서 수신되고 있는 주파수채널에 해당하는 905 에서 90
7 MHz 범위로 동작된다.

또한 전화회사라인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인터페이스 (193)이 전화잭(194)로의 연결을 위해 제공된다. 
전화인터페이스(193), 스피커(182)로의 입력(191) 그리고 마이크로폰(140) 의 출력(192) 사이에는 표준스피커폰 
하이브리드회로가 끼이게 된다.

    
디지탈명령데이터가 다음의 방식으로 송신되고 수신된다. 사용자가 키패드(184)의 버튼을 누르는 때 마이크로 프로세
서(183)이 해당하는 명령코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187)로 보낸다.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
스(187)이 상기 명령코드를 송신기 레지스터(143)으로 전달하며 상기 레지스터가 연결된 회로와 함께 보완코드 및 명
령코드로부터의 명령데이터패킷을 어셈블하며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디지탈음성데이터 스트림내로 삽입킨다. 따라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은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작은 부분을 대체시킨다. 혼합된명령데이터패킷 을 갖는 상기 디지탈
음성데이터는 스크램블러(144)에 연결되어 RF 링크를 통해 전송되어지도록 된다.
    

    
디지탈명령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디지탈음성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회수되어진다. 디스크램블러(177)의 출력이 한 데
이터스트림이며 이는 수신기레지스터(178)에 연결된 명령데이터패킷이 간헐적으로 떨어져 있는 복조된 디지탈음성신
호로 이루어진다. 수신기레지스터(178)과 이에 연결된 회로는 24비트 프리앰블과 보안코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수
의 데이터스트림내 비트사이의 한 매치(match)를 찾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지탈데이터스트림을 계속해서 주사시킨다. 
한 매치가 발견되는 때 뒤따르는 24비트는 수신기레지스터에 의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187)로 전달되는 명
령데이터패킷으로 구성된다.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가 상기 명령데이터패킷내에 담겨있는 명령코드와 
관련된 명령을 실행시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183)으로 명령데이터패킷을 전달시킨다. 수신기레지스터(178)은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상기 데이터스트림내에 끼이는 단조로운 데이터순서 패킷으로 더욱더 대체시키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179)로 보내진다.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179)는 상기 단조로운 데이터순서 패킷을 대체되어진 숫자가 
적은 음성데이터비트 로 인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일런스로 취급한다.
    

도 9-12도는 송수화기(101)의 송신기 경로(133)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를 포함한다.

    
도 9는 송신기 기저대역 오디오단계(141)로 연결된 마이크로폰(142)를 도시한 것이다. 마이크로폰(140)의 출력은 
사용자의 음성에 해당하는 아날로그전기신호이다. 이같은 아날로그전기신호가 송신기기저대역오디오단계(141)로 공급
되며 여기서 LM324 타입 장치인 증폭기(400)이 아날로그기저대역음성신호를 증폭시키며 상기 신호는 다음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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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324 장치 주변에 있는 필터(101)에 의해 필터되어진다. 아날로그음성신호인 출력이 MC3418 집적회로인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402)에 연결된다. 상기 장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저대역 오디오신호를 적응 델터변조기술을 사용
하여 기저대역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킨다.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402)의 출력은 라인(404)를 통한 기저대역디지탈
신호와 라인(403) 을 통한 이에 상응하는 클럭신호이다. 상기 신호는 도 10에서 실행된다.
    

    
도 10은 응용특정 집적회로(195)에서 실시되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 및 감시타이머를 갖는 마이
크로 프로세서(183)을 도시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은 MC68HC05C4 집적회로이며, 내부의 RAM 및 ROM 기
억장치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컴퓨터 칩' 이다. 크리스탈(405)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83)과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로 클럭신호를 공급하며 주파수합성장치(147) 및 (165)를 위한 기준주파수를 공급하도록 한다. 기
저대역디지탈음성신호(404)와 클럭신호(403)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95)에 연결되며, 상기 인터페
이스의 출력은 라인 413에 나타나고 디지탈음성데이터신호에 해당하는 TX 데이터로 표시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도 1
1에서 실행된다.
    

    
도 10에는 송수화기(101)의 매트릭스 키이패드(104)를 위한 행렬연결을 제공하는 연결장치(406) 및 (407)이 더욱
더 도시된다. 또한 송수화기 (101)에서의 볼륨버튼에 연결된 볼륨입력라인(412)가 더욱 도시된다. 송수화기(101)의 
전원은 5 볼트 출력을 제공하는 LM 2931 장치 주변에 구성된 전압조절장치(410)을 구동시키는 축전지(411)에 의해 
공급된다. 또한 저축전지회로(409)가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모니터하도록 하여 저축전상태가 사용자에게 알려질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접촉장치(106) 및 (108)이 도시되며 이를 통하여 베이스 유니트(110)이 축전지(411) 및 (107)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물리적인 ' 데이터링크가 베이스 유니트 (110)과 함께 만들어 질 수 있게 된다.
    

    
도 11은 송수화기(101)의 송신데이터경로를 계속하여 도시하는 것이며 도 10의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
(195)는 디지탈음성데이터 신호가 라인(413)에서 나타나게 된다. 도 11은 변조기(414), 코스(course)주파수조절(
415) 그리고 송신오실레이터(416)으로 구성된 전압제어식 오실레이터(145)를 도시한다. 또한 단일의 MB1501 집적
회로에서 구현된 저역통과필터(148) 및 주파수디바이더(146) 그리고 주파수합성장치(174)이 도시된다. 입력(416)
은 송수화기(101)이 전송시키는 특정채널/주파수선택을 위해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으로 연결된다. 주파수합성장치
(147)의 핀(5)는 송신오실레이터 146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채널선택을 수행하도록 저역통과필터(148)을 
통과하는 한 오류전압을 발생시킨다. 상기 믹서(145)의 출력은 라인(417)을 통하여 NE85639 타입 트랜지스터를 사
용하여 변조된 디지탈음성데이터를 RF 증폭기(149)로 보낸다. 상기 RF 증폭기(149)의 출력은 라인(148)을 통하여 
계속되며 도 12에서 도시된다.
    

    
도 12는 입력라인(419)로 시작되는 송신기 데이터경로(133)의 밸런스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변조된 디지탈음성신호
가 4개의 dB 패드(420) 및 대역통과필터(150) 그리고 세라믹타입 대역통과필터를 통과한다. 상기 대역통과필터(15
0)의 출력은 고임피던스 네트워크인 듀플렉스(151)에 연결된다. 대역통과필터(150)의 출력은 수신기 데이터경로(1
34)가 고임피던스 네트워크로서 회로(422) 및 (423)에서 시작되도록 하여 신호가 안테나 정합회로 (421)을 통해서 
안테나(152)로 보내질 수 있도록 한다. 도시된 바와같이 듀플렉서(151)은 마이크로 스트립장치로 구성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조된 디지탈음성데이터는 안테나(152)에 의해 수신되며 듀플렉서 회로(151)을 통하여 대역통과
필터(160) 에 연결된다. 송신된 신호가 고임피던스 및 저임피던스 경로로 보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오
는 신호는 송신기경로(133)과 반대로 수신기 경로(134)로 보내진다. 회로(422)는 50 ohm 임피던스를 90 ohm 임피
던스로 변환시키며 회로(423)은 세라믹 대역통과필터로 구성된 대역통과필터(160) 이전에 50 ohm 임피던스로 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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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킨다. 마이크로스트립장치(424)는 대역통과필터 (160)을 RF 증폭기(161)에 정합시키도록 한다. RF 증폭기(16
1)은 2단계 RF 증폭기 회로로서 첫번째 단계(161a) 는 잡음이득(NF)가 약 2.0 dB 인 13.5 dB 의 이득을 제공하는 
NE85639 트랜지스터 타입이다. 4개의 dB 패드(425)가 RF 증폭기(161a) 와 (161b) 사이의 분리를 제공하여 이들 
둘 사이에서의 오실레이션을 막도록 하고, 이득을 줄이며 더욱더 나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두번째 단계의 RF 증폭기(1
61b)는 NE85639 트랜지스터이며 13.5 dB의 이득을 제공한다. 라인(426)에서 발생되는 출력이 도 13에서 계속된다.
    

    
입력라인(426)은 믹서(162)에 연결되며 상기 믹서는 잡음지수(NF)가 10dB인 10dB 변환손실을 제공한다. 전압제어
식 오실레이터(163)이 더욱더 도시되며 이는 오실레이터(428)과 함께 코스주파수 조정(427)로 구성된다. 가변용량
다이오드(429)는 탱크회로로 구성된다. 주파수의 미세조정은 주파수 합성장치 그리고 MB1501 집적회로 상에 존재하
는 디바이더(164) 및 (165)로의 입력라인(430)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된다. 상기 마이크로 프로
세서(183)으로부터의 입력(430)은 송수화기(101)에 의해 수신되어질 특정채널주파수를 지정하도록 한다. 저역통과
필터(166)은 TL072소자를 사용한 쌍극루프(two-pole loop)필터이다. 라인(431)을 통한 믹서 (162)의 출력이 60
MHz저역통과 셋팅(setting)을 갖는 저역통과필터(432)를 통과하며 상기의 출력은 NE85633 트랜지스터의 IF 증폭
기(167)로 연결된다. IF 증폭기(167)은 60 MHz 에서 플러스 23 dB 이득을 제공한다. 대역통과필터(168)은 60 M
Hz 중심주파수 50 ohm 임피던스를 갖는다. IF 증폭기(168)은 23 dB 이득을 제공하며 증폭되고 필터된 디지탈신호로 
이루어진 50 ohm 출력을 발생시키는 NE85633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이같은 신호는 FSK 변조디지탈신호이며 라인
(433)을 통하여 도 14로 보내져서 복조되어진다. 라인(433)을 통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60 MHz입력은 부분오실레이
터(170)및 (171)과 함께 믹서로 구성된 NE615 집적회로의 RF-IN 단자핀에 연결된다. 이같은 집적회로내에는 IF 
증폭기(172)가 있다. 따라서 60 MHz 입력이 내부오실레이터와 믹서에 의해 10.7 MHz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 내부오
실레이터(171)은 크리스탈(171)마다 49.3 MHz로 동작된다. 대역통과필터(173)이 또한 연결되어 있다. 라인(435)
의 집적회로뮤트핀은 dB 뮤트라인 출력(436)으로 연결된 회수된 신호세기 인디케이터를 제공한다. 뮤트조정회로(43
7)이 이에 연결된다. 출력(438)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에 연결된 복조된 디지탈신호를 포함한다. 
도 10은 도 15로 이어지는(439) 및 (440)에서 나타나는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출력을 도시하고 있다.
    

    
도 15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179)를 도시하며 상기 변환기는 MC3418 타입집적회로로 구성되고 그 출력은 라인
(441)을 통하여 송수화기에 의해 송신된 음성신호에 해당하는 아날로그기저대역오디오음성신호이다. 상기 디지탈-아
날로그 변환기 179의 출력은 수신기저역통과오디오단계(180)으로 연결된다. 상기 수신기기저대역오디오단계(180)의 
출력은 스피커(182)로 연결된다. 또한 외부에서들어오는 뮤트신호(436)이 도 14에 도시되며 이는 기저단계(180)을 
불능이도록 하여 신호세기가 뮤트조정(437)에 의해 정해진 크기이하로 떨어지게되면 스피커(182)를 소리나지 않게 
한다.
    

도 15는 링거회로(ringer circuit)(443)이며 상기 회로는 도 10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으로부터의 입력을 수신
하고 링거(444)를 트리거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출을 알리도록 한다.

도 16은 키이패드(184)와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으로의 상기 패드의 연결(406) 및 (407)을 도시한다. 또한 마이크
로 프로세서(183)으로의 연결을 위한 연결포인트(408)와 LED(445)가 추가로 도시된다.

도 9-16은 송수화기(101)과 관련하여 도시된 것이며 도 17-21에서 도시된 추가 및 수정이 있는 베이스 유니트(11
0)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도 17은 라인(194)를 통하여 RJ 11 잭(450)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전화인터페이스(193)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17에서 도시된 전화인터페이스는 당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전화인터페이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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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스피커폰(116)을 형성시키는 마이크로폰(451) 및 스피커(452)를 구동하는 스피커폰 및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이다. 도 17에서와 같이 도 18은 당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
상의 스피커폰 및 하이브리드에 대한 것이다.

도 19는 베이스 유니트(110)의 델타변조기(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복조기(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에 대한 개략
적인 회로도이며 상기 베이스 유니트(110) 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변경을 설명하는 것이다.

도 20은 베이스 유니트(110) 에서 설치되는 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의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9
5)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면에는 DTMF 음 발생기(453), 파워접촉기(112,114) 그리고 데이터접촉기 (113)이 더
욱더 도시된다.

도 21은 베이스 유니트(110)의 보충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압레귤레이터회로(456) 뿐 아니라 디지탈볼륨제어(454)
를 위한 개략적 회로도를 도시한 것이다.

디지탈음성데이터의 흐름과 관련된 상기 설명은 송수화기(101)을 통한 디지탈명령데이터의 흐름에도 적용된다. 도 2
2-35의 다음설명은 송수화기(101)을 통한 디지탈명령데이터의 흐름을 더욱더 설명하는 것이다.

    
도 22는 응용특정집적회로(195)로서 본 발명에서 만들어진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 회로(125)에 대한 개
략적인 회로도이다. 본 발명장치(100)에서 스크램블링, 디스크램블링의 기능 및 데이터 및 클럭회수 그리고 디지탈명
령데이터통신은 이같은 단일 집적회로에 의해 수행된다. 도 22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이 '종료되는 때' ESC(esca
pe)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 감시타이머(501)은 타임아웃될 것이며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을 리세트시키
어 소프트웨어를 다시 초기화상태로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호출이 차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수동으
로 리세트를 수행하기 위해 베이스 유니트(110)으로 되돌아갈 필요를 없애도록 한다.
    

    
또한 감시타이머(501)은 상기 전력절약모드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송수화기(101)의 소프트웨어
는 호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오프키(223)을 누름으로써 전화기가 오프모드이도록 하는때마다 전력절약
드가 되도록 만들어 진다.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을 차단시킴으로써 전력전략이 발생되며 따라서 축전지수명을 연장
시킨다. 감시타이머(501)은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이 주기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사용자가 키이패드(104)를 눌렸
는지, 베이스 유니트(110)으로부터의 들어오는 호출이 있는지 혹은 링크조사명령이 수신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감시타이머 (501)은 10의무주기(duty cycle)로 기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10분지 1 초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작동
시키게 된다.
    

    
감시타이머(501)의 회로가 도 24에 도시된다. 동작시에 감시타이머 (501)은 제로로부터(512)까지 계수하는 계수기
(502)를 구동시키기 위해 라인 (504)를 통하여 오실레이터 클럭신호를 사용한다. 계수기(502)는 RCnt10으로 표시된 
10비트 리플계수기 이다. 계수기(502)가 (512)에 도달하게 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라인(505)에 의해 계수된다. 
계수기(502)가 (512)에 도달하기 전에 라인(503)에 의해 클리어되면 상기 리세트는 발생되지 않으며 상기 계수기는 
제로로 리세트된다. 한 호출이 진행되어 마이크로 프로세서(183)내에 소프트웨어가 계수기(502)를 주기적으로 리세
트하도록 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리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때 클리어신호가 발생된다. 따라서 상기 마이크로 프
로세서가 중단되어지면 계수기(502)는 타임아웃될 것이고 리세트가 발생할 것이지만 호출이 진행되거나 다른 기능이 
발생되고 있으면 계수기(502)는 타임아웃이 발생되기 전에 제로로 리세트될 것이고 어떠한 다른 마스터리세트도 일어
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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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의 나머지는 블럭(502)에 있게되며 이에 대한 도면이 도 23에서 도시된다. 
기능적으로 상기 도 23의 회로는 명령데이터패킷의 존재를 탐지하고,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기 명령데
이터패킷을 사일런스데이터순서로 대체시키고 디지탈음성데이터 흐름을 인터럽트하며 송신을 위한 한 명령데이터패킷
을 상기 표적유니트로 삽입시키도록 한다.

    
송수화기(101)이 송수화기 보관크래들(111)내에 있게되는 때 접촉부 (107)이 접촉부(113)에 접하게 되고 초기화주
기가 시작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183)내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24비트 보완코드(8비트프리앰블을 포함)을 발생시키
며 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510)에 의해 보안코드 레지스터(511)내로 적재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
페이스(510)의 회로도가 도 25에 도시된다. 상기 보완코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에 의해 직렬로 마이크로 프로
세서 인터페이스(510)으로 보내지며 SDIIN 라인(520)을 통하여 25비트 쉬프트레지스터(521)로 보내진다. 모든 보
완코드들은 '1'로 시작되며 모든 첫번째 데이터단어들은 '0'로 시작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183)이 24비트 쉬프트레
지스터(521)의 내용을 데이터버스(513)을 통하여 보완코드레지스터(511)로 적재시키는 도 25에 도시된 이전의 '1' 
토글라인 SCLOAD(543) 과 결합된 기록가능라인 SDIWEN(512)를 토글시킨다. 따라서 보완코드 레지스터(511)은 
송수화기(101)의 보완코드메모리로 작용한다. 보완코드레지스터(511)의 도면이 도 28에 도시된다.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송신중에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125)가 스크램블러(514)에 의해 수행된 스크램블
링기능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수동적이다.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142) 의 출력이 ENCDA-TA 라인 (515)를 통
하여 인터페이스(125)로 들어간다. 디지탈화된 음성데이터는 송신기 레지스터(516)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스크램블러
(514)로 보내진다. 송신기 레지스터(516)의 개략적인 도면이 도 30에서 도시된다. 스크램블러 (514)의 출력은 TXO
UT라인(517)을 통하여 VCO(145) 로 보내진다. 스크램블러 (514)의 개략적인 도면이 도 32에서 도시된다. 스크램
블러(514), 디스크램블러(533)은 상기 디지탈데이터스트림으로 '의사-무작위(quasi-randomness)' 를 발생시키도
록 하며 인터셉트된다면 그와같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곤란하도록 한다. 스크램블러(514) 및 디스크램블러(533)
은 자기동기화회로이다.
    

    
사용자가 한 명령데이터패킷이 표적유니트로 송신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작동시킨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183)
은 SDIWEN 직렬데이터기록 가능라인(512)를 토글시키어 쉬프트레지스터(521)로 24비트명령데이터(8비트가 세번
반복된)를 직렬로 이동시킨다. 상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24비트 단어는 초기 비트가 '0'이고 보완코드는 '1'로 시작하기 
때문에 명령데이터인 것으로 인식된다. 송신기 레지스터 제어기(518)은 송신기 레지스터(516)을 제어하도록 작동된
다. 송신기 레지스터 제어기(518) 과 송신기 레지스터 (516)의 회로도가 도 29 및 30 에서 각각 도시된다. 보완코드 
레지스터 (511)내에 저장된 보완코드는 버스(525)를 통하여 송신기 레지스터(516)에 의해 회수되며 48비트 명령데
이터 패킷 가운데 처음 24개 비트를 형성하도록 한다.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의 마지막 24비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
터페이스(510) 내 쉬프트 레지스터(521)속에 저장된 명령데이터로 부터형성된다. 상기 명령데이터는 송신기 레지스
터(516)의 24비트 래치(522)로 전달되며 다시 병렬적재 24비트 쉬프트 레지스터인 레지스터(523)으로 전달된다. 보
완코드가 쉬프트레지스터(524)내에 저장되고 명령데이터가 쉬프트레지스터 (523)내에 저장되는 때 송신기 제어기(5
18)은 48클럭주기를 발생시키며 연속적으로 보완코드 및 명령데이터를 DOUT 라인(519)를 통하여 스크램블러 (514)
로 쉬프트 시킴으로써 48비트 명령데이터패킷을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내로 삽입시킨다.
    

송신기 레지스터 제어기(518)은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스트림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킨다. 상기 음
성데이터가 높은 속도로 클럭되기 때문에 디지탈음성데이터의 48비트 중 '손실'이 상기 음성중 1 밀리세컨드 드롭아웃
으로만 일어난다. 이같은 작은 드롭아웃은 사용자가 목격하지 못하게 된다.

    
송수화기(101)이 디지탈데이터를 수신하는 때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복조기(
175)의 복조된 디지탈데이터 출력이 클럭데이터 회수단계(530)에 연결되어 상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디지탈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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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클럭신호 및 데이터신호를 회수한다. 클럭발생기(531) 및 클럭-데이터회수단계(530)이 도 26 및 27에서 각각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상기 회수된 데이터신호는 디스크램블러(533)에 의해 디스크램블되며 이로부터 디지탈음성데이
터가 간헐적으로 떨어져 있는 48비트명령데이터패킷으로 디스크램블 되어진다. 디스크램블러 회로도가 도 31에서 도
시된다. 상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지탈데이터는 수신기레지스터(534)내로 들어가며 특히 상기 레지스터내에 있는 4
8비트 쉬프트레지스터내로 들어간다. 수신기 레지스트(354)의 회로도가 도 34에 도시되며 상기 48비트 쉬프트 레지
스터는 6개의 8비트 직렬 및 병렬 적재 클리어 가능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각 클럭주기에서 상기 '마지막' 새 8비트 쉬프트레지스터내에 담긴 첫번째 24비트는 상기 보완코드와 비교된다. 상기 
디자인에 의해 정합이 발견되는 때 상기 뒤따르는 24비트는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의 명령데이터부를 대표한다.

    
상기 수신기레지스터(534)내에 담긴 48비트중 첫번째 24비트 내용이 버스(542)를 통해 보완코드 비교기(536)에 의
해 접근된다. 보완코드 레지스터(511)내에 저장된 보완코드는 마찬가지로 버스(537)을 통하여 보완코드 비교기(536)
에 접근된다. 보완코드 비교기(536)은 상기 두 단어를 배타적 OR 시킴으로써 두개의 24비트 단어를 비교한다. 보완코
드 비교기(536)의 회로도가 도 35에 도시된다. 각 클럭주기에 대하여 상기 비교가 있게 되며 따라서 명령데이터 패킷
의 존재 및 위치를 알리게 될 보완코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스캐닝이 있게 된다. 보완코드 비교기(536)이 한 정합을 
발견하게 되는 때 EQUAL 라인(538)이 하이(high)로 가며 수신기레지스터 제어기(535)로 신호를 보내도록 한다. 수
신기 레지스터 제어기(535)는 수신기 레지스터(534) 상기 '마지막' 세개의 8비트 쉬프트레지스터 내에 존재하는 24비
트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510), 특히 버스(539)를 통하여 24 비트 쉬프트레지스터(540)으로 매치(matc
h)시킨다. 상기 수신기 레지스터 제어기 (535)의 수신데이터준비라인 RDRDY(541) 은 로우(low)로 가며 상기 마이
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510) 이 연속적으로 명령데이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으로 이동시키도록 데이터가 존
재함을 마이크로 프로세서(183)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한다. 수신기 레지스터 제어기(535)의 회로도가 도 33에 도시
된다. 24비트의 명령데이터가 수신기 레지스터(534)로부터 이동되는 때 6개의 8비트 쉬프트레지스터 각각은 '1들' 그
리고 '0들' 가 교대되는 8비트 단어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순서로 각각 병렬적재된다. 종료결과는 '손실'된 디지탈음성데
이터 중 48비트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에 의해 사일런스로 해석되는 교대하는 '1들 및 0들'의 48비트 패턴으로 대
체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없는 1밀리세컨드 드롭아웃 또는 사일런스 순간을 '듣게된다'. 이
와같은 매카니즘을 통하여 높은 음성데이터속도로 인하여 명령데이터에 어떠한 손실도 없으며 인식할 수 있는 음성손
실도 없게 된다.
    

도 36-47은 송수화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베이스 유니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이들 모두내에 있는 다양한 소프트
웨어 루틴의 흐름도이다. 다양한 흐름도가 제공되며 이들 흐름도 와 관련된 기술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을 가진자가 비
교적 용이하게 소프트루틴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제공되고 설명된다.

    
도 36은 본 발명의 전력절약모드를 위한 소프트웨어루틴의 흐름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전력절약소프트웨어루틴은 
엔트리포인트(600)에서 시작되며 상기 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고 감시타이머 동작(601)을 처음으로 
리세트시킨다. 다음에 상기 루틴이 RF 링크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지를 조사하고, 즉 동작(602)에서 전화가 '통화중'인
가 를 조사한다. 상기 주 프로그램은 통화중상태가 존재하면 플래그를 진실로 세트시킨다. 만약 RF 링크가 존재하고 전
화가 통화중이면 감시타이머가 리세트된다. RF 링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송수화기가 오프-라인이면 루틴은 전력절
약타이머가 동작(603)에서 타임아웃되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타이머가 타임아웃되지 않았다면 감시타이머가 리세트
된다. 만약 전력전략타이머가 타임아웃되었다면 루틴은 상기 송수화기의 송신기 및 수신기로의 전원을 차단시키며 다음
에 동작(604) 및 (605) 각각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정지하여지게 된다.
    

    
도 37은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명령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명령코드가 전송될 것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키이패드를 누른때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동작(610)에서 상기 
소프트웨어 루틴으로 제공된 5비트 명령코드를 발생시킨다. 다음에 상기 루틴은 송신되어질 명령데이터패킷의 명령데

 - 26 -



등록특허 10-0311097

 
이터부분을 어셈블하기 시작한다. 상기 명령단어는 8비트 순서(611), '000CCCCC' 로 변환되며, 'C'는 1비트의 명령코
드 데이터에 해당된다. 다음에 8비트 코드가 좌측 2비트로 이동되며 상기 8비트 순서(613), '0CCCCCSA', ('S'는 순
서비트이고 'A'는 긍정응답비트)에 의해 나타내지는 동작(612)에서 순서 및 긍정응답비트가 추가된다. 다음에 동작(
614)에서 8비트 명령단어 순서가 세번 반복되어 순서(615)를 발생시키도록 한다. 베이스 유니트(110) 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바이트의 처음 비트는 '0' 대신 '1'로 세트되어 상기 송신 및 순서의 소스(617)이 발생되는 때 베이스 유니트(
110)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송수화기(101)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바이트의 첫번째 비트는 '0'로 남아 있으며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의 소스로서 송수화기(101)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 상기 소프트웨어가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
서 인터럽트를 불능이도록 하며(618), 직렬 주변 인터페이스(SPI)가 동작(619)에서 24비트 명령코드를 상기 명령데
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보내도록 루틴을 보낸다. 다음에 상기 루틴은 주 프로그램으로 되돌아 간다. 앞서 설명
된 바와같이 상기 24비트 명령데이터 순서는 상기 직렬주변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로부터 상기 명령데
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로 전달된다. 그다음에 명령데이터 패킷이 상기 보완코
드를 송신기 수신기 내 24비트 명령코드순서와 정합시킴으로써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내에서 어셈블
되어 송신을 위해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흐르는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내로 삽입시키도록 
한다.
    

    
도 38은 상기 SPI 송신루틴에 대한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루틴이 불려진때 도 37의 3바이트 명령순서가 동작
(621)에서 SPI 송신 루틴으로 보내진다. 상기 루틴은 동작(622)에서 한번에 한 비트씩 직렬주변인터페이스를 통해 상
기 명령의 첫번째 바이트를 보내어 동작(623)에서 상기 첫번째 바이트의 송신이 완전한가를 조사한다. 만약 완전하지 
않다면 상기 첫번째 바이트의 송신이 계속된다. 만약 완전하다면 동작(624)에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직렬주변 
인터페이스를 통한 송신이 완전할 때까지 한번에 한 비트씩 두번째 바이트가 보내진다. 세번째 바이트에 대하여 처리(
626) 및 (627)이 반복된다. 상기 명령코드 순서의 완전한 세번째 바이트가 보내진때 소프트웨어 루틴이 작동되며 다
음에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의 기록 가능라인의 작동을 멈추게 하여 동작 (628)에서 앞서 설명된 바
와같이 상기 인터페이스의 동작을 개시하도록 하며 (629)에서 루틴은 종료된다.
    

    
도 39는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인터페이스내에 데
이터가 존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송신하기 위해 준비가 되는 때 상기 인터페이스가 인터럽트, TCAP 인터럽트(6
30)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상기 루틴을 작동시키어 동작(631)에서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
터페이스 판독 가능핀을 하이로 세트시키며 동작(632)에서 판독계수기를 0으로 세트시킨다. 더미(Dummy)데이터는 
상기 SPI 데이터레지스터내로 저장된다. 상기 SPI 판독이 준비되면(634), 상기 데이터가 상기 SPI 데이터레지스터로 
저장되며상기 판독계수기는 동작(635)에서 숫자가 증가된다. 만약 판독계수기가 3이하 이라면 상기 처리는 반복된다. 
만약 판독계수기가 3이거나 3보다 크면 상기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 인터페이스 판독가능핀이 클리어 되며, 동작(63
7)에서 로우로 세트된다. 베이스 유니트(110)내에서 상기 두번째 및 세번째 바이트의 일곱번째 비트가 이들이 '0' 인
가를 알아보도록 시험된다. 만약 그렇다면 베이스 유니트 110이 자신의 송신을 수신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난 것이
다. 만약 상기 비트가 '1'이라면 동작(640)에서 이들은 클리어되고 동작(641)에서 상기 첫번째 바이트가 두번째 및 세
번째와 대조되어 이들 모든 바이크가 동일한 가를 조사하도록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송신시에 오류가 발생된 것으
로 간주되며 상기 루틴은 끝나게 된다. (644)송수화기 (101)에서 비트들은 '0'와 같은가에 대하여 조사되며, 만약 그
렇다면 루틴은 계속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송수화기(101)은 자기자신의 송신을 수신한 것이며 루틴은 종료하여지게 
된다. 만약 상기 세가지 바이트가 같다면 데이터는 동작(642)에서 수신기데이터레지스터내로 수신되며, 동작(643)에
서 상기 데이터준비플래그가 세트되어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데이터가 처리되어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도록 한
다. 다음에 상기 루틴이 종료하여지게 된다(644).
    

    
도 40, 41 및 42는 호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즉 전화가 '통화중'인 동안 상기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베이스 
유니트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를 설명한다. (630)에서 엔트리가 있게되면 동작 (631)에서 상기 루틴은 
링크조사타이머를 초기화한다. 상기 링크조사타이머는 상기 송수화기로의 링크조사송신들 사이의 간격을 측정한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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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조사타이머가 타임아웃되는 때 동작(632)에서 송수화기로 한 링크조사가 보내지며 상기 링크조사타이머가 동작(63
3)에서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다음에 상기 루틴이 링크조사긍정응답이 동작(634)에서 송수화기로부터 수신되었는가
를 조사하도록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 링크조사타이머가 시험되어 제로에 도달함으로써 타임아웃되었는가를 알
아보도록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 루틴은 상기 링크조사타이머를 계속 줄이도록 하여 링크조사긍정응답이 도달하
였는가를 조사하도록 한다. 만약 링크조사긍정응답이 도달하였다면 상기 링크조사계수기는 제로로 세트되고 스캔플래
그가 동작(641)에서 거짓으로 세트된다. 상기 링크조사계수는 최대 8(숫자 8)까지 연속적으로 빠진 링크조사긍정응답
의 수를 계수한다. 그 뒤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642)에서 상기 링크조사타이머에 남아 있는 250 ms 시간동안 
몇가지 다른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스캔플래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스캔모드로 되어 있다면 진실로 세
트되며 송수화기를 찾는다. 거짓모드에서는 어떠한 스캐닝도 실행되지 않는다.
    

    
상기 링크조사타이머가 제로까지로 타임아웃되었다면 상기 링크조사계수는 동작(636)에서 증가되며, 계수기가 동작(
637)에서 8이 되는 가를 알아보도록 조사된다. 만약 계수기가 8과 같지 않다면 링크조사를 보내고 링크조사긍정응답
을 확인하는 과정이 동작(631)로 되보냄으로써 반복된다. 만약 상기 링크조사계수가 8과 같다면 8개의 연속링크조사
신호가 송수화기로 보내지며 어떠한 긍정응답도 도달되지 않는다. 이같은 경우에 상기 스캔플래그가 동작(638)에서 진
실로 세트되며 송신기가 동작(639)에서 차단된 후에 스캐닝이 시작된다. 상기 처리는 도 41에서 계속된다.
    

    
8개의 링크조사가 긍정응답되지 않은 채로 경과하였기 때문에 채널은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동채널변경이 
상기 스캐닝모드를 입력시킴으로써 발생된다. 도 41에 도시된바와같은 스캐닝모드는 동작(643)에서 시작되며 이는 초
기화 이후에 베이스 유니트 및 송수화기 내로 적재된 채널그룹내 다음 채널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스위치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스캔타이머가 초기화되면 동작(644)에서 1초에서부터 카운트다운된다. 상기 스캔타이머가 상기 송
신기가 스캔모드중에 링크조사긍정응답을 기다리는 한 채널에 머물게 되는 시간을 조절한다. 다음에 상기 루틴이 동작
(645)에서 캐리어가 존재하는 가를 조사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작(646)에서 송신기가 켜지게 된다. 만약 캐리어
가 존재한다면 상기 채널은 다른 장치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상기 루틴은 다음채널로 스위치된다. 일단 
송신기가 켜지게 되면 링크샌드(send)타이머가 10 ms로 초기화되며 링크조사신호가 동작(648)에서 송신된다. 상기 
링크샌드타이머는 상기 스캔모드에서 연속된 링크조사명령들 사이의 시간을 조절한다.
    

    
상기 링크샌드타이머는 동작(649) 및 (650)에서 줄어들며 스캔타이머도 줄어든다. 만약 링크조사긍정응답이 수신되
면 상기 스캔플래그는 거짓으로 세트되며 상기 링크조사계수 및 링크조사타이머는 다시 초기화되고 상기 루틴이 동작
(652)에서 되돌아가서 매 250 ms 마다 링크조사신호들을 보내도록 한다. 계속하여 도 42에서 만약 어떠한 링크조사
긍정응답도 도달하지 않았다면 상기 링크 스캔타이머는 동작(655)에서 시간이 만료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된
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링크샌드타이머가 동작(656)에서 시간이 만료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된다. 만약 시간
이 만료되었다면 상기 루틴은 'E'에서 분기되며(653), 동작(647)에서 시작하여 링크조사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만
약 링크조사타이머가 시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상기 루틴은 상기 채널그룹내 모든 채널들이 동작(657)에서 두번 스캔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 루틴은 동작(641)에서 'F'로 분기되며 링크조사 긍정응답이 도달되거
나 모든 채널들이 두번 스캔될때까지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는것과는 관계없이 이전에서와 같이 반복된다. 만약 모든채
널들이 두번 스캔되었다면 동작(658)에서 상기 송신기는 차단되며 동작(659)에서 호출이 차단된다. 상기 온-라인(o
n-line)플래그는 거짓으로 세트되며 동작(660) 및 (661)에서 어떠한 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링크
조사 모드(mode)가 입력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음에 동작 (662)에서 상기 루틴이 종료된다.
    

    
도 43 및 44는 진행중인 호출이 없는 때, 즉 전화가 '오프-라인'인때 상기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베이스 유니
트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670)에서 엔트리가 있게 되면 루틴은 동작 (671)에서 
10으로 스캔계수를 초기화한다. 상기 스캔계수는 채널스위칭이 포기되기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회수이다. 상기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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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작 (672)에서 캐리어가 존재하는 가를 조사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동작(673)에서 송신기가 켜진다. 상기 스캔
타이머가 1초로 세트되며 (674)링크샌드타이머가 10 ms 로 세트되고 링크조사신호가 동작(676)에서 송신된다.
    

    
캐리어가 존재한다면 스캔타이머는 50 ms로 초기화되며 상기 루틴이 동작(685) 및 (686)에서 유효명령이 수신되었
는가를 조사한다. 만약 유효명령이 수신되었다면 상기 스캔플래그는 동작(687)에서 거짓으로 세트되며 동작(688)에
서 그것이 링크조사긍정응답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된다. 동작 (695)에서 상기 송신기가 꺼진다면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0초동안 자유롭게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동작(671)에서 처리가 다시 시작된다. 만약 상기 명령이 링
크조사긍정응답이 아니라면 동작(689)에서 상기 명령이 처리되며 온(on) 링크플래그가 동작(690)에서 진실로 세트되
고, 온-라인상태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상기 온-라인 링크조사모드는 동작(691)에서 시작되며 상기 루틴이 종료된다
(692).
    

    
링크조사를 송수화기로 보내는 동작(676) 이후에 상기 루틴이 유효명령이 동작(677)에서 수신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며, 만약 그렇다면 루틴은 동작(687)에서 분기되고 이전에서와 같이 진행된다. 만약 상기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면 링크샌드타이머는 동작(678)에서 줄어들며, 상기 스캔타이머는 동작(679)에서 줄어든다. 상기 스캔타이머는 
동작(680)에서 기간이 종료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 링크샌드타이머는 동작(68
2)에서 검사된다. 만약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상기 루틴은 분기되고 동작(677)이 다시 시작된다. 만약 상기 링크
샌드타이머가 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상기 링크샌드타이머는 다시 시작되며 동작(675) 및 (676)에서 링크조사가 다시 
보내진다.
    

계속해서 도 44에서 만약 상기 스캔타이머가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상기 송신기는 동작(697)에서 종료되며 상기 채널
그룹내 다음채널이 동작 (698)에서 선택된다. 상기 스캔계수가 동작(699)에서 줄어들고 동작(700)에서 검사된다. 만
약 상기 스캔계수가 '0'이라면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동작(701)에서 10초동안 자유롭게 다른 동작을 실행하게 되
며 상기 루틴은 다시 시작하게 된다(670). 만약 스캔계수가 '0'와 같지 않다면 상기 루틴은 동작(672)에서 다시 시작
된다.

    
도 45 및 46은 호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즉 '온-라인'인 동안, 상기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송수화기 내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송수화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드로 링크조사를 수행
한다. 상기 온-라인모드에서 상기 링크조사루틴은 포인트(710)에서 시작되며 동작(711)에서 상기 링크조사타이머를 
2초로 초기화한다. 다음에 상기 루틴이 링크조사명령이 동작(712)에서 송수화기에 의해 수신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
해 검사하며 만약 그렇다면 링크조사긍정응답이 동작(724)에서 베이스 유니트로 보내진다. 만약 어떠한 링크조사명령
도 수신되지 않았다면 상기 링크조사타이머는 동작(713)에서 줄어든다. 만약 상기 링크조사타이머가 제로에 도달되지 
않았다면 상기 루틴은 계속해서 링크조사명령이 동작(714)에서 도달되었는가를 조사하게 된다.
    

    
상기 링크조사타이머가 제로에 도달되면, 상기 스캔플래그는 진실로 세트되며 '온-라인'모드가 존재하고 스캔기간이 
동작(715)에서 초기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음에 동작(716)은 오디오를 뮤트시키며 송신기를 차단시키고 그 이후에 
동작(717)에서 채널이 변경된다. 상기 스캔타이머는 50 ms 로 세트되며 루틴이 다시 링크조사명령이 동작(718) 및 
(719)에서 도달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된다. 만약 그렇다면 상기 오디오뮤트는 불능이게 되고 동작(726)에서 
송신기가 켜지게 된다. 상기 스캔플래그가 다음에 거짓으로 세트되고 동작(725) 및 (724)에서 링크조사긍정응답이 베
이스 유니트로 보내진다. 만약 어떠한 링크조사명령도 도달되지 않았다면 상기 스캔타이머는 동작(720)에서 줄어든다. 
다음에 상기 스캔타이머가 아직도 제로에 도달되지 않았다면 상기 유니트는 동작(721)에서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오
는 링크조사명령에 대하여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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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도 46에서는 상기 스캔타이머가 제로에 도달하면 동작 (727)에서 상기 스캔시간이 증가된다. 만약 상기 스캔
기간이 10초와 같거나 크지 않다면 상기 루틴은 동작(717)에서 채널이 변경되도록 하며 상기 루틴은 그같은 점으로부
터 다시 시작된다. 만약 상기 스캔 기간이 10 ms 와 같거나 그보다 크다면 동작(729)에서 상기 스캔플래그는 거짓으
로 보내지며 동작(730)에서 상기 범위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인디케이터가 켜지며 동작 (731)에서 오프-라인 링크
검사모드가 들어가게 된다. 다음에 동작(732)에서 상기 루틴이 종료된다.
    

    
도 47은 진행되는 호출이 없는 때 링크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송수화기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루틴의 흐름도를 설명
하는 도면이다. 상기 루틴은 링크조사명령을 수신하며 오프-라인 모드로 링크조사긍정응답을 송신한다. 상기 링크조사
타이머는 동작(736)에서 먼저 10 ms로 초기화된다. 상기 링크조사타이머는 상기 베이스 유니트로부터의 링크조사명
령들 사이에서 허용된 최대간격이다. 다음에 상기 루틴이 동작(737)에서 1.5초동안 슬립상태에 있게 되며 그 이후에 
동작(738)에서 스캔기간이 제로로 초기화된다. 상기 스캔기간은 스캐닝모드에서 소비된 총시간이며 각 채널에서 소비
된 시간에 스캔된 채널의 수를 곱한 값이다.
    

    
다음에 스캔타이머가 동작(739)에서 50 ms로 초기화된다. 상기 스캔타이머는 상기 베이스 유니트로부터의 명령을 기
다리는 동안 스캐닝하는 동안 한 채널에서 허용된 최대시간간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기 루틴은 동작 (740)에서 유효
한 명령이 도달되었는가를 조사한다. 만약 그렇다면 동작 (741)에서 범위에서 벗어남을 알리는 인디케이터가 꺼진다. 
상기 수신된 명령이 링크조사라면 상기 송신기가 켜지며 동작(743) 및 (744)에서 링크조사긍정응답이 베이스 유니트
로 보내진다. 다음에 동작(745)에서 상기 송신기가 꺼진다. 다음에 오프-라인 링크조사모드가 다시 시작된다. 만약 수
신된 명령이 링크조사명령이 아니라면 상기 온-라인 모드가 입력되어 동작 746에서 상기 명령이 송수화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루틴이 종료된다(747).
    

    
동작(740)에서 어떠한 유효명령도 수신되지 않는다면 수신타이머가 줄어들며 다음에 동작(748) 및 (749)에서 그것
이 제로에 도달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 송수화기는 다시 동작(740)에서 시작되
어 유효한 명령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 만약 스캔타이머가 제로에 도달하였다면 상기 스캔기간은 증가되
며 만약 그것이 500 ms 와 같거나 크지 않다면 다음 채널이 선택될 것이고 동작(739), 동작 (750, 751) 및 (752)에
서 다시 시작함으로써 상기 스캔타이머가 리세트될 것이다. 만약 상기 스캔기간타이머가 지나쳤다면 상기 링크조사타이
머는 동작(753)에서 줄어들며, 만약 그것이 동작(754)에서 제로와 같은지를 알아보도록 검사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
면 동작(737)은 다시 수행된다. 만약 상기 링크조사타이머가 제로라면 상기 범위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인디케이터는 
동작(755)에서 켜지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통신범위가 늘어나고 전파장애 및 방해에 대한 매우 높은 내성을 갖는 잡음이 전혀 없는 대화를 제공하는 디
지탈음성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베이스 유니트와 송수화기 유니트를 포함하는 무선전화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종래기
술 무선전화기의 상기 단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이같은 응용만을 위한 이같은 대역의 할당된 부분을 가지는 수정된 FCC 조정을 이용하여 90
2-928 MHz 의 RF 대역에서 그와 같은 신호의 무선전송 및 수신을 위해 디지탈음성신호 및 디지탈 명령신호의 결합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베이스 유니트와 송수화기 사이의 디지탈음성 데이터 흐름 스트림 내로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이음없이 
혼합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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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과 관련된 목적은 전송된 디지탈명령데이터가 상기 들어오는 디지탈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수신 유닛에 의해 
수신되고 수집되면 한 단조로운 시퀀스(quiet wequence)로 대체되어 상기 명령데이터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람직하
지 않은 가청음을 사용자가 듣게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송신된 명령 각각이 수신되어진 때 긍정 응답되고 만약 상실되거나 손상을 입게되면 또다른 
명령이 송신되기 전에 모두 긍정응답될 때까지 반복될 수 있도록 재송신 기술을 사용하여 긍정응답을 이용하는 명령데
이타 프로토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전화선으로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화호출을 하는 것을 막는 임의로 발
생된 보안코드를 사용하는 명령데이타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RF 링크에서의 방해에 대한 자동 탐지 또는 RF 링크의 전체 상실에 대한 자동탐지에 응답하여 
사용자에 의해 간섭없이 RF 채널 주파수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925.5 - 927.4 MHz의 동작주파수에서 송수화기의 동작을 위해 20개의 주파수 채널을 제공
하며 기저국의 동작을 위해 20개의 쌍을 이루는 주파수채널을 제공하며 이같은 채널이 빠른 채널스캐닝을 허용하는 방
식으로 쌍을 이루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디지탈 무선 전화기의 또다른 목적은 베이스 유니트에 의한 링크조사명령신호의 전송을 제공하며 송수화기에 의한 
수신에 대한 긍정응답을 제공하여 진행중인 호출이 있는동안 상기 RF 링크의 실행가능 및 존재를 계속해서 모니터 하
고, 뿐만 아니라 전화호출을 발생시키거나 수신할 수 없음에 대하여 송수화기 사용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범위에서 벗어남을 탐지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베이스세트내에서 송수화기가 충전중인 때 송수화기와 기저국이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음으로써, 송수화기와 베이스 유니트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충전 전
원을 변조할 필요를 없애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전략 모드를 제공하는 것이며, 송수화기가 호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때 자동으로 전력이 차
단되도록 하고 들어오는 호출, 들어오는 링크조사 명령신호 또는 키패드 사용자에 의한 작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주기
적으로 일깨워 짐으로써 송수화기의 축전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송신 이전에 디지탈 음성신호를 스크램블하고 수신하는 때 상기 디지탈음성신호를 디스크램
블 하여 전화통화가 RF 채널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모니터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베이스유니트 마이크로프로세서(183)에 의해 발생된 보완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포터블송수화기에 연결된 보완코드 레
지스터수단(511),

상기 베이스유니트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상기 보완코드를 수신하여 상기 보완코드 레지스터 수단으로 상기 보완코드
를 전달하도록 하며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송신하기 위해 상기 송수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한 디지탈명령코드(1
35)를 수신하도록 하는 상기 포터블송수화기에 연결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수단(510),

상기 포터블송수화기에 연결되어 한 입력으로서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송신되어질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송신기레지스터수단(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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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단으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전달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포터블송수화기에 연결된 송신기레
지스터제어기수단(518),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보완코드 레지스터수단으로부터 상기 송신기레지스터
수단으로 상기 보완코드를 전달하도록 하며, 상기 첫 번째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수단으로부터 상기 송신기레지
스터수단으로 상기 디지탈명령코드를 전달하도록 하고, 상기 보완코드 및 상기 디지탈명령코드가 함께 상기 명령데이터
패킷을 형성하며,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단을 통해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흐름이 
방해되어지도록 하고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은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송신하기 위해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스트림내로 
삽입되어지도록 하며,
    

상기 명령데이터패킷들과 혼합된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스트림을 한 입력으로서 수신하기 위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
결된 수신기레지스터수단(534),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결되어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내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과 혼합된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
의 전달을 제어하기 위한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535),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명령데이터패킷과 혼합
된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스트림을 보완코드비교기 수단으로 더욱더 전달하도록 하며,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스트림내에 혼합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들을 찾아 식별함으로써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결된 두 번째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수단으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들을 전달시킬 수 있도
록 하며 상기 베이스유니트마이크로프로세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하고,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명령데이
터패킷을 한 조용한 순서데이터패킷으로 더욱더 대체시키도록 하며,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 및 상기 조용한 순서데이터
패킷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의한 또다른 동작을 위해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의 출력으로 전달되어지게 하는 
상기 보완코드비교기수단(536)을 포함하는,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닛사이에서 송신되는 디지탈 음성 데이터 스트림내로 명령 데이터 패킷형태로 상기 디지탈 명령 
데이터를 삽입하며(도 3), 송신된 한 디지탈 음성 데이터 신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명령 데이터 패킷을 찾아 포착하기 
위한 명령 데이터-음성 데이터 인터페이스 수단(125)을 포함하여,

한 무선주파수링크(A-B)를 통하여 서로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로 디지탈음성데이터 및 디지탈명령데이터를 각각 송
신하고 수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용축전지전원 포터블송수화기(101)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이용 고정베이스유니트
(110)를 가지는 타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0).

청구항 2.

송수화기(101) 및 베이스유니트(110) 각각 내에 한 음성신호계수화기(142)와 음성신호송신기(131) 사이 그리고 음
성신호수신기(126) 및 음성신호디코더(179) 사이에 연결된 명령데이터-음성 데이터 인터페이스수단(125)으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전달시키고,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를 보완코드레지스터(511)내에 저장된 한 보완코드를 한 송신기레지스터수단(516)으로 전
달시킴으로써 송신하며,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수단(510)으로부터 송신기레지스터수단(516)으로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전달함으로
써, 상기 보완코드를 가지는 한 명령데이터패킷과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형성하도록 하고,

상기 음성신호송신기에 의해 송신하기 전에 상기 음성신호계수화기에 의해 발생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내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삽입시키며,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를 수신하고 그리고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음성신호수신기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혼합
된 디지탈데이터를 수신기레지스터수단(534)으로 전달함으로써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회수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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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으로부터 비교기수단(536)으로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를 전달시키며,

상기 비교기수단으로 전달된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를 스캐닝하여, 상기 보완코드레지스터수단내에 저장된 상기 보
완코드와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 사이의 매치(match)를 식별함으로써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스트림내에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찾아내도록 하며,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의 실행을 위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수단으로 상기 찾아낸 명령데이터패킷을 전달
시키며,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내에 찾아내진 명령데이터패킷을 한 조용한 순서데이터패킷으로 리세트시키며,

상기 조용한 순서데이터패킷과 혼합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상기 음성신호디코더수단을 전달시키어 상기 디지탈음
성데이터와 혼합된 상기 조용한순서데이터패킷을 사일런스(silence)로 취급하며 이에 의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음성신
호디코더수단에 의해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이 디코드된다면 상기 음성신호디코더수단에 의해 발생되었을 바람직하지 않
은 가청음의 상기음성신호디코더수단에 의한 발생을 배제시키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이용 축전지전원 포터블송수화기(101)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이용 고정베이스유니트(110)를 가지
는 타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에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와 혼합된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송신하며 상기 혼합
된 디지탈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탈 명령데이터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이 상기 음성신호송신기에 의해 송신하기 전에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신호 및 상기 삽입된 
명령데이터패킷의 스트림으로 이루어진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를 스크램블하며 이에 의해 상기 무선주파수링크의 송신주
파수를 들으려고 하는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상기 대화를 모니터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상기 음성신호수신
기에 의한 수신이 있게되는 때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신호와 상기 삽입된 명령데이터패킷의 스트림으로 구성된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를 디스크램블하는 단계를 더욱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음성신호계수화기(142)와 음성신호송신기(131) 사이 그리고 상기 송수화기 및 베이스유니트 각각내에 있는 음성신호 
수신기(126)와 음성신호디코더(179) 사이에 연결된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인터페이스(135)로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전달시키고,

명령데이터패킷의 형태로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상기 음성신호송신기에 의해 송신하기전에 상기 음성신호계수화기
에 의해 발생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내로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삽입시킴으로써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
를 송신시키며,

상기 음성신호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내에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찾아냄으로써 상기 디
지탈명령데이터를 수신하고 회수하며,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의 실행을 위해 상기 발견된 디지탈명령데이터패킷을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달시키며,

상기 발견된 명령데이터패킷들을 조용한 순서데이터패킷으로 대체시키며,

상기 조용한순서데이터패킷을 사일런스로 취급하는 상기 음성신호디코더로 상기 조용한순서데이터패킷과 혼합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전달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이 디코드되면 상기 음성신호디코더에 의
해 발생되었을 음이 상기 음성신호디코더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배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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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 이용 축전지전원 포터블송수화기(101)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이용 고정베이스유니트(110)를 가지
는 타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0)에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와 혼합된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혼
합된 디지탈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한 무선주파수링크(A-B)를 통하여 서로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로 디지탈음성데이터 및 디지탈명령데이터(135)를 각
각 송신하고 수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용축전지전원포터블송수화기(101)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이용고정베이스유니
트(110)를 가지는 타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0)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유니트로의 송신을 위해 상기 송수화기 마이크로프로세서(183)로부터 디지탈명령데이터코드를 수신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수단(510),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송신되어질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한 입력으로서 수신하기 위한 송신기레지스터수단(516),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단으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전달을 제어하기 위한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518),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수단으로부터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단으로 상기 디지
탈명령데이터코드를 더욱더 전달하도록 하며,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은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단을 통해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흐름이 방해를 받도록 하고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코드가 상기 베이스유니트로의 송신을 위해 상
기 디지탈음성데이터의 스트림내로 삽입되어지도록 하는 바의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코드와 혼합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입력으로서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레지스터수단(534),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내로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를 전달시킴을 제어하는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535), 상
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신호를 비교기수단으로 전달하도록 하며, 상기 비교기수단이 
상기 혼합된 디지탈데이터내의 상기 명령데이터코드를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여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이 상기 마이
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수단으로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코드를 전달할수 있도록 하며 상기 베이스유니트마이크로프로
세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코드를 한 조용한순서데이터
패킷으로 더욱더 대체시킬수 있도록 하고,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 및 상기 조용한순서데이터패킷이 상기 베이스유니트
에 의한 또다른 동작을 위해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의 출력으로 전달되어지는바의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
수단을 포함하는 송수화기와 베이스유닛사이에서 송신되는 디지탈 음성 데이터 스트림내로 상기 디지탈 명령 데이터를 
삽입하며, 수신된 한 디지탈 음성 데이터 신호 스트림으로부터 상기 명령 데이터 패킷을 찾아 포착하기 위한 명령데이
터-음성 데이터 인터페이스수단(125)을 포함하는 디지탈무선전화기.
    

청구항 6.

한 무선주파수링크(A-B)를 통하여 서로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로 디지탈음성데이터 및 디지탈명령데이터(135)를 각
각 송신하고 수신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용축전지전원포터블송수화기(101)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이용 고정베이스유
니트(110)를 갖는 타입의 디지탈무선전화기(100)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유니트 마이크로프로세서(183)에 의해 발생된 상기 보완코드를 저장하기 위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결
된 보완코드레지스터수단(511),

상기 베이스유니트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상기 보완코드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결되어 상기 보완코
드를 상기 보완코드레지스터수단으로 전달하도록 하며, 그리고 상기 베이스유니트로 송신하기 위해 상기 송수화기마이
크로프로세서로부터 한 디지탈명령코드를 수신하기 위한,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결된 첫 번째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
페이스수단(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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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터블송수화기로 송신되어질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입력으로서 수신하기 위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결된 
송신기레지스터수단(516),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단으로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를 전달시킴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연결된 송신기
레지스터제어기수단(518),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보완코드레지스터수단으로부터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
단으로 상기 보완코드를 더욱더 전달하도록 하며 상기 첫 번째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수단으로부터 상기 송신기
레지스터수단으로 상기 디지탈명령코드를 더욱더 전달하도록 하고 상기 보완코드 및 상기 디지탈명령코드가 함께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형성하고,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수단을 통하여 상기 디지탈음성데
이터의 흐름이 더욱더 방해를 받도록 하고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이 상기 베이스유니트로의 송신을 위해 디지탈음성데이
터의 스트림내로 삽입되어지도록 하는 바의 상기 송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
    

상기 명령데이터패킷과 혼합된 상기 디지탈음성의 스트림을 한 입력으로서 수신하기 위해 상기 포터블송수화기에 연결
된 수신기레지스터수단(534),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내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과 혼합된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의 전달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포
터블송수화기에 연결된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535),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이 상기 명령데이터패킷과 혼
합된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을 한 보완코드비교기수단으로 더욱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의 상기 수신기레지스터
제어기수단,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내에 혼합된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찾아 확인하도록 하는 상기 보완코드비교기수단(53
6)으로서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수단이 상기 수신기 레지스터 수단으로 하여금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상기 포터블송수
화기에 연결된 두 번째 마이크로프로세서인터페이스 수단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상기 포터블송수화기마이크로프로세서
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바의 상기 보완코드비교기수단, 그리고

상기 명령데이터패킷을 한 조용한순서데이터패킷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으로써, 상기 디지탈
음성데이터 및 상기 조용한 순서데이터패킷이 상기 베이스유니트에 의한 또다른 동작을 위해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
기수단의 출력으로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바의 상기 수신기레지스터제어기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송수화기와 상기 베이스유니트 사이에서 송신되어질 상기 디지탈음성데이터스트림내로 상기 디지탈명령데이터를 
명령데이터패킷의 형태로 삽입시키고 그리고 상기 수신된 디지탈음성데이터신호스트림으로부터 상기 명령데이터패킷
을 찾아내어 수집하기 위한 명령데이터-음성데이터인터페이스수단(125)을 포함하는 디지탈무선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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