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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 발생 방법이, 
수신경고음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키입력에 의해 서비스 옵션 및 수신경고음을 서로 대응하여 설정하는 
과정과, 표시문구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키입력에 의해 서비스 옵션 및 표시문구를 서로 대응하여 설정
하는 과정과, 수신호가 있을 시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수신경고음을 리드하여 송출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경고음 송출 후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표시문구를 리드하여 디스플레
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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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복합 무선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옵션에 따라 수신경고음을 설정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옵션에 따라 표시문구를 설정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

도 4a,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옵션에 따라 해당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를 표시하기 위
한 제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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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복합무선단말기의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 발생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서비스 옵션에 따라 
각기 다른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를 발생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셀룰라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도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이하  상기와 같은 음성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 일예를 들어 FAX, SMS(단순메세지), 인터넷 통신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복
합 무선단말기로 명명한다.

기존의 셀룰라 이동통신 단말기는 음성(VOICE)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의 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수신호경고음(Call Termination  Alert)이라든지, 별도의 표시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일예를 들어 PDA)에서도 서비스 타입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신호경
고음을 발생하여 사용자가 기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종류를 알수가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복합 무선단말기에서 서비스 옵션에 따른 수신경고음을 달리하는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복합 무선단말기에서 서비스 옵션에 따른 표시문구를 달리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수신경고
음 및 표시문구 발생 방법이, 수신경고음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키입력에 의해 서비스 옵션 및 수신경고
음을 서로 대응하여 설정하는 과정과, 표시문구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키입력에 의해 서비스 옵션 및 표
시문구를 서로 대응하여 설정하는 과정과, 수신호가 있을 시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수신
경고음을 리드하여 송출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경고음 송출 후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표
시문구를 리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합 무선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크게 무선전화기부와 피
디에이부(Personal Data Assistant: 이하 PDA부라 칭한다.)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무선전화기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제어부(2nd Central Processing Unit)111은 무선전화기부
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PDA부의 제어부와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어한다. 프로그램 메모리112
는 무선전화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112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메모리113은 상기 무선전화기 동작 중에 발생되
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113은 램(Random Access Memory)를 사용
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114는 단축 다이알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되는 전화번호 및 시스
템 파라메터(system parameter) 등을 저장한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114는 EEPROM을 사용할 수 있다. 키
입력부(key pad)115는 상기 제1제어부11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 키신호 및 데이터 입력을 위한 
키신호를 발생한다. 표시부116은 상기 제1제어부111의 제어하에 무선전화기 동작 중에 발생되는 상태 정
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본 발명에 따라 수신호에 따른 표시문구를 표시한다. 상기 표시부116은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할 수 있다. 부저발생부117은 상기 제1제어부111의 제어하에 수신호
에 대하여 해당 수신경고음을 발생 송출한다.  

상기  무선전화기부의  통신계는  RF부(Radid  Frequency  Interface  part)117,  주파수변환부(frequency 
conversion  part)118,  변복조부(modulation/demodulation  part)119,  신호처리부(signal  processing 
part)120등으로  구성되며,  상기  제1제어부111에  의해  동작이  제어된다.  상기  신호처리부120은 엔코더
(interleaver  ＆ encoder),  디코더(deinterleaver  ＆ decoder),  보코더(vocoder),  PCM  코덱(PCM  CODEC)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통신계의 구성은 송신 및 수신부의 구성을 별도로 도시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또한 상기 
도 1에서는 상기 제1제어부111의 제어선 도시가 생략되어 있으며,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회로 및 송수화
기기 생략되어 있다. 

송신모드시 신호처리부120은 송신 데이터를 부호화하며, 변복조부119는 상기 부호화된 송신 데이터를 송
신 형태로 변조하고, 주파수변환부118은 상기 변조된 송신신호를 송신 대역으로 상승 변환(frequency up 
conversion)하며, RF부117은 상승변환된 송신 RF신호를 송신대역으로 대역 여파 및 전력 증폭한 후 상기 
안테나를 통해 공중에 전파한다. 또한 수신모드시 상기 RF부117은 상기 안테나에서 수신되는 미약한 RF신
호를 저잡음 증폭 및 수신 대역으로 여파하여 출력하며, 주파수변환부118은 상기 수신된 RF신호를 기저대
역으로 하강 변환(frequency  down  conversion)하고, 변복조부119는 상기 송신기에서 변조된 하강변환된 
수신신호를 복조하며, 신호처리부120은 상기 변조된 수신신호를 원래의 신호로 복호화하여 출력한다.

두 번째로 상기 PDA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2제어부(1st Central Processing Unit)211은 PDA부의 전반적
인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무선전화기부의 제1제어부111과 데이터 통신 기능을 제어한다. 프로그램 메모
리212는 PDA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212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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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메모리213은 상기 제1제어부211의 제어하에 PDA부
의 동작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메모리213은 램(Random 
Access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불휘발성 메모리214는 PDA부에서 등록되는 정보 및 상기 무선전화기부
와의 데이터 통신에 의해 입력되는 정보들을 저장한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2114는 EEPROM을 사용할 수 있
다. 키입력부(key pad)215는 상기 제2제어부21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 키신호 및 데이터 입력을 
위한 키신호를 발생한다. 표시부216은 상기 제1제어부211의 제어하에 PDA 동작 중에 발생되는 상태 정보
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표시부216은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사용할 수 있다. 통신부
217은 상기 PDA부와 외부 장치 간에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할 시 데이터 통신로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상기 통신부217은 UART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복합 무선단말기에서 무선전화기부는 CDMA 단말기가 될 수 있으며, 상기 PDA부는 소형 컴퓨터(HPC) 
등이 될 수 있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합 무선단말기는 PDA부와 무선전화기부를 결합되는 구성을 갖는다. 이때 
상기  PDA부의  제2제어부211과  상기  무선전화기부의  제1제어부111은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150의  포트를  통해  비동기  통신  방식으로  한다.  이때  전송되는  메시지 형식
(format)은 HDLC(High level Data Link Control)이며, 전송속도는 57.6Kbps로 한다. 상기 UART150은 데이
터 전송에 사용되는 직병렬 변환 및 병직렬 변환이 가능한 비동기 전송식의 송수신장치이다. 이 결합으로 
무선전화기부에 해당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는 PDA부에서 그래픽 처리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동작 설명을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앞으로 셀룰라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제공되어질 다수의 서비스 옵션들에 대해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를 달리 발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본 발명의 동작 설명에 앞서 TIA/EIA TSB58에 정의하
고 있는 CDMA 서비스 옵션들을 소개하면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Service Option    Service Type

1            기본 음성 통화

4        Asynchronous Data Service

5         G3 FAX

6  Short Message Service

7  Pacet Dta Service (Internet)

8  CDPD

여기서 상기 서비스 옵션에 따른 수신경고음 및 문구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 의해 설정 가능하다. 

또한 미리 정의된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 종류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해 둔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서비스 옵션에 따른 수신경고음 설정의 일예를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제1제어부111은 211단계에서 키입력부115로부터 수신경고음 설정키 입력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
때 상기 수신경고음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213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수신경고음 
설정키 입력이 없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229단계로 진행하여 해당모드를 수행한다.

상기 수신경고음 설정키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213단계로 진행한 상기 제1제어부111은 표시부116으로 상
기 표 1에서 소개된 서비스 옵션들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형태의 일예를 설명하면, 1. 기본
음성통화 4. 비동기데이타서비스 5. 팩스통신 7. 인터넷 서비스 8. CDPD 과 같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와 같이 표시부216에 디스플레이된 정보에 근거하여 서비스 옵션 번호를 선택 
입력하며, 따라서 상기 제1제어부111은 215단계에서 상기 사용자의 키입력에 따른 해당 서비스 옵션을 선
택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217단계에서 수신경고음의 종류를 번호와 함께 표시부116에 디스플레이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수신경고음의 번호를 선택 입력하
며, 따라서 상기 제1제어부는 상기 사용자의 키입력에 의해 해당 수신경고음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221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서비스 옵션에 대응하여 상기 선택된 수신경고음을 
매치시킨 후, 223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수신경고음을상기 사용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부저117를 통해 송
출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225단계에서 사용자의 키입력에 의한 확인키 입력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
때 상기 확인키 입력이 있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227단계로 진행하여 불휘발성 메모리214에 상기 선
택된 서비스 옵션에 대응하여 상기 선택된 수신경고음을 저장한 후 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반면 소정의 
시간동안 상기 확인키 입력이 없으면 상기 제1제어부111은 다시 수신경고음의 종류를 디스플레이하기 위
해 상기 217단계로 되돌아간다.

다음으로, 상기 서비스 옵션에 따른 표시문구 설정의 일예를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제1제어부111은 311단계에서 키입력부115로부터 표시문구 설정키 입력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표시문구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313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표시문구 설정키 
입력이 없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325단계로 진행하여 해당모드를 수행한다.

상기 표시문구 설정키 입력을 감지하고 상기 313단계로 진행한 상기 제1제어부111은 표시부116으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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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소개된 서비스 옵션들을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형태의 일예를 설명하면, 1. 기본음
성통화 4. 비동기데이타서비스 5. 팩스통신 7. 인터넷 서비스 8. CDPD 와 같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상기와 같이 표시부216에 디스플레이된 정보에 근거하여 서비스 옵션 
번호를 선택 입력하며, 따라서 상기 제1제어부111은 315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또는 사업자의 키입력에 따
른 해당 서비스 옵션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317단계에서 상기 표시부116으로 표시문구 입력 요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한
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또는  운용자는  서비스  옵션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문구를 
입력하며, 따라서 상기 제1제어부111은 319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입력하는 문구를 상기 표
시부116으로 디스플레이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321단계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키입력에 의한 확인키 입력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확인키 입력이 있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323단계로 진행하여 불휘발성 메모리
114에 상기 선택된 서비스 옵션에 대응하여 상기 입력되는 표시문구를 저장한후 표시문구 설정에 관한 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반면 소정의 시간동안 상기 확인키 입력이 없으면 상기 제1제어부111은 입력된 문
구를 계속 표시하기 위해 상기 319단계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상기 도 2와 도 3의 과정에 의해 설정된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의 저장형태를 설명하면 하기 표 
2a,b와 같다.

[표 2a]

 Service Option  수신경고음 번호 표시문구

1 4 음성통화입니다(Voice Call)

4         6 서킷 통화입니다(Circuit Call)

5 2 FAX 입니다(FAX Call)

[표 2b]

6 1 단문서비스입니다(SMS Call)

7 5 인터넷입니다(Packet Call)

8 3 CDPD입니다(CDPD Call)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옵션에 따른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를 달리 발생하기 위한 제
어 흐름을 도 4a,b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제1제어부111은 411단계에서 안테나를 통해 호출메세지(page message)가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호출메세지 수신이 있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13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호출메세지 수신이 
없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35단계로 진행하여 해당모드를 수행한다. 

상기 호출메세지 수신을 감지하고 상기 413단계로 진행한 상기 제1제어부111은 상기 호출메세지 정보로부
터 단말기 전화번호 및 시리얼 넘버를 확인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415단계에서 상기 호출정보
로 부터 확인한 전화번호 및 시리얼 넘버가 본 단말기의 불휘발성 메모리114에 저장되어 있는 단말기 전
화번호 및 시리얼 넘버와 동일한지를 비교한다. 

상기 비교결과 두 데이터가 동일할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17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두 데이터가 상이
할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상기 435단계로 진행하여 해당모드를 수행한다.

상기 호출메세지의 전화번호 및 시리얼 넘버가 본 단말기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동일하다고 
감지하고 상기 417단계로 진행한 상기 제1제어부111은 데이터메모리113에 상기 호출메세지의 서비스 옵션 
번호를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419단계에서 상기 호출메세지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단말기에
서 제공 가능한지를 기지국과의 교섭(negotiation)을 통해 확인한다. 이때 상기 서비스 옵션 제공이 가능
할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21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서비스 옵션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 시 상기 제1제
어부111은 상기 435단계로 진행하여 해당모드를 수행한다.

상기 수신된 서비스 옵션의 제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기 421단계로 진행한 상기 제1제어부111은 기지국
으로 부터 경고음 메시지(Alert Message)의 수신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으로 부터 경고
음 메시지 수신이 있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23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경고음 메시지 수신이 없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계속해서 상기 경고음 메시지의 수신을 검사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상기 423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메모리113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옵션 번호
를 리드한다. 여기서 상기 제1제어부111은 상기 리드된 서비스 옵션 번호에 따라 해당 수신경고음 및 표
시문구를 발생하도록 제어하는데 그 과정은 상기 423단계 이후로 상세히 설명된다.

상기 리드한 서비스 옵션 번호를 확인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2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프로그램메모리
112로 부터 상기 서비스 옵션 번호에 해당하는 수신경고음 번호를 리드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427단계에서 상기 수신경고음 번호에 해당하는 수신경고음을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114로 부터 리드하여 
부저117를 통해 송출한다. 

그리고 상기 제1제어부111은 429단계에서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112로 부터 상기 서비스 옵션 번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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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시문구를 리드하여 상기 표시부116에 디스플레이 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수신경고음을 듣고, 동시에 표시부116로 서비스 옵션의 수신을 확인하며, 상
기 사용자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특정키를 입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31단계에
서 상기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특정키의 입력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상기 데이터 송수신에 관
한 특정키의 입력이 있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433단계로 진행하여 본격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
며, 상기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특정키 입력이 없을 시 상기 제1제어부111은 계속해서 상기 특정키의 입
력을 검사한다.

상기의 실시예는 사용자의 특정키 입력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였으나, 다른 실시예로서 수신호를 
자동으로 응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지국으로 부터의 수신호(Call Termination)에 대한 수신호 경고음(Alert 
Type)을 서비스 옵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함으로서 사용자가 청각을 통해 수신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해당하는 처리를 용이하게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상기 서비스 옵션에 따라 표시문구를 달리 
표시해 줌으로서 시각적으로도 구분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어떤 수신호가 발생하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수신경고음 발생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서비스 옵션에 대해 수신경고음을 달리 설정하고, 수신호가 있을 시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수신경고음을 송출하여 사용자가 기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서비스 타입을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수신경고음 발생 방법.

청구항 2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표시문구  디스플레이 발생 방법에 있
어서,

각각의 서비스 옵션에 대해 표시문구를 달리 설정하고, 수신호가 있을 시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표시문구를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가 기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 서비스 타입을 시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표시문구 발생 방법. 

청구항 3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 발생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서비스 옵션에 대해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를 달리 설정하고, 수신호가 있을 시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수신경고음 송출 및 표시문구를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가 기지국이 요구하는 데
이터 서비스 타입을 청가 및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표시문구 발생 방법.

청구항 4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 발생 방법에 
있어서,

수신경고음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각각의 서비스 옵션에 대응하여 수신경고음을 설정하는 과정과,

표시문구 설정키 입력이 있을 시 각각의 서비스 옵션에 대응하여 표시문구를 설정하는 과정과,

수신호가 있을 시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수신경고음을 리드하여 송출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경고음 송출 후 상기 수신호의 서비스 옵션에 해당하는 표시문구를 리드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무선단말기의 수신호에 따른 수신경고음 및 표시문구 발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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