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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선택 호출 수신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작하는 메모리 프로그램밍의 인가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신규라고  사료되는  본  발명의  특징들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상세히  규정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 
자체와  그  다른  목적  및  이점들은  다음의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이하의  설명을  참조할  때  가장  잘 
이해될 것이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제  2  도는  시스템  수신기에  어드레스와  메시지를  송출하며,  시스템  수신기의  재프로그래밍을 야기시
키는 페이징 단국과 그 관련 장치의 블록도.

제 3  도는 본 발명에 따라 고주파 통신 링크를 통신 링크를 통해 수신된 변경 정보에 의해 원격 변
경되는 메모리를 가지는 선택 호출 수신기의 기능 블록도.

제  4  도는  시스템  운영자의  개입없이  고주파  통신  링크를  통해  수신된  변경  정보에  의해  선택  호출 
수신기의 메모리에 대한 사용자 시행 변경을 설명하는  흐름도.

재  5  도는  시스템  운영자의  개입하에  고주파  통신  링크를  통해  수신된  변경  정보로  선택  호출 수신
기의 메모리에 대한 사용자 시행 변경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  6  도는  변경  신호를  수신하기  전에  가능한  메모리  공간을  통신하는  회신  기능을  가진  수신기의 
메모리 변경을 설명하는 흐름도.

제  7  도는 변경 신호를 수신하기 전에 메시지 메모리의 상태를 통신하는 회신 기능을 가진 수신기의 
메모리 변경을 설명하는 흐름도.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메모리와,  선택적으로  보호(protect)될  수  있는  영역을  구비한  휴대용  통신  수신기에 관
한 것으로,  더  상세히는 어떤 메모리 영역에 원격 프로그래밍에 의한 제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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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의 설명]

다수의  휴대용  통신  수신기,  특히  선택  호출  수신기(selective  call  receiver),  즉  페이저는  원격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신기  작동  채널  또는  주파수로  전송된  정보에  의해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방법은  수신기에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수신기를  이와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접촉하는  장치내에  위치시켜야  했던  종래의  프로그래밍  방법에  비해  무선(orer-the-air) 프
로그래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원격  프로그램  가능한  수신기는  사용자와  시스템  운영자에게  모두 
그  사용상  더  많은  이점을  준다.  사용자는  변경을  위해  수신기를  시스템  반납할  필요없이  새롭거나 
개선된  기능을  요청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수신기가  응답할  추가적  어드레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
는  등의  변경이나  수신기  옵션(option)의  추가나  삭제등의  이제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  시스템 
운영자  역시  사용자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사용자의  즉각적  요청에  응답  필요없이  편리한  시간에 
무선을 통해 이러한 변경을 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스템  운영자는  또한  현재  운영중인  모든  수신기를  회수할  필요없이  메시지 스루풋(throughput)이
나 다른 시스템 성능 개선이 필요할 때 일부 또는 전부의 수신기 작동을 원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은  프로그래밍이  시스템  운영자의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무선 프로그래밍 가능한 한 수신기는 데이비스 등의 미국 특허번호 제 4,839,6                       
28호에  “메모리의  선택적  보호  영역을  구비한  페이징  수신기”라는  제목으로  있다.  이  수신기는 메
모리  내용의  불의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리의  보호  영역을  이용하며,  또한  변경  정보와  함께 
전송되어야  하는  패스워드(password)를  사용한다.  이  패스워드는  수신기가  패스워드  없이  변경을 지
시하는  메모리  내용의  불의의  변경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시스템  수신기들의  프로그래밍을  제어할 
때는  이  패스워드에  의한  보호가  일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페이징  국(paging 
terminal)을  직접  호출하여  사용자의  수신기의  변경을  요청할  능력이  있을  때는  이  패스워드에  의한 
보호는  덜  효과적이다.  만일  개별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공개되거나  집단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어떤 
개인에  공개된  경우,  개인의  수신기나  집단의  수신기에  악의  적인  방해  행위가  방생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방행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요구된다.

수신기의  무선  프로그래밍이  이뤄질  때,  변경  정보는  먼저  보호되지  않는  메모리의  일시  저장 영역
에  로딩된다.  이  비보호  영역은  메시지가  수신되어  저장된다.  사용되는  메모리  부분일  것이다. 수신
기의  특성이  무선  프로그래밍으로  변경될  때,  일반적으로  변경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데는  작은  수의 
메모리  위치만  필요하다.  그러나  수신기의  전작동을  변경시키는  어떤  수신기  변경은  사용  가능한 비
보호  메모리  공간의  거의  전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원격  프로그래밍이  수행되고  나면  가장 효율
적으로  최소  무선  시간을  사용하여  변경을  수행하기  아직  읽어야  할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저장 메
시지가 변경 정보에 의해 재기록 돼  버린다.  사용자에 의한 정보 상실은 증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도  있다.  재프로그래밍을  하고있는  사용자에게  비호보  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메시지가  상실될 것이
라고 통지하고 수단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외부  소스(source)에서  전송된  변경  정보를  이용하여  메모리  내용의  사용자  시행  변경이  가능한 시
스템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가진  선택  호출  수신기가  설명된다.  이  수신기는  작동  프로그래밍 인가
(authorization)신호  발생  수단과,  변경  정보  수단,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가  존재할  때만  수신된 변
경정보에 따라 메모리 내용을 변경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메모리를  구비한  수신기(radio)는  또한  변경  정보에  선행하는  프로그래밍  인가  요청에  대한  전송 통
지  신호를  제공하는  회신(acknowledg  back)시스템의  작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수신기는  통지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통지  신호에  따라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송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수신기는 
또한 통지 신호 수신에 따라 변경 정보의 일시 저장에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을 판단하는 수단과,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는  회신  신호를  발생  및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수신기는 또
한 사용자 조작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 발생 수단과,  통지 신호에 후속하여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
에  일치하는  형태로  전송되는  변경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
에만 변경 정보의 따라 메모리 내용을 변경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선택  호출  수신기의  메모리의  원격  프로그래밍을  사용자  인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동으로 조작되는 사용자 인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는데,  먼저  제  1  도는  본  발명이  유용하게  이용되는  통신 시스템
(10)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단국(terminal)  장치(20)와  원격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구비한 
복수의  선택  호출  수신기(12)를  포함한다.  이러한  수신기는  데이비스등의  특허번호  제 4,839,628호
인  “메모리의  선택적  보로  영역을  구비한  페이징  수신기”에  기술되어  있다.  시스템(10)은  회신 기
능을 가지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필요한 것이므로 곧  상세히 설
명될  것이다.  단국 장치(20)는  반응해야 할  선택 호출 수신기에 당업계에 주지된 방법으로 호출 메
시지를 발생 및  전송할 수  있다.  단국 장치(20)는  선택 호출 수신기의 메모리 내용을 변경하는데 사
용하는데 변경 정보를 원격적으로 발생 및 전송하는 외부 소스로서도 기능한다.

제  1  도의  단국 장치(20)는  본  발명의 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  2  도에  관련 설비된 페이징 파일
(paging  file)과   함께  더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단국  장치(20)는  제어부(22)를 
포함하며,  또한  어드레스  및  데이터  엔코더(24)와  회신  디코더(26)를  구비한다.  제어부(22)에 엔트
리(entry)장치(30)와,  실시간  클록(real  time  clock;  32),  전송부(30)가  연결되며,  수신부(36)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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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38) 및 안테나 스위치(40)와 관련되어 작동된다.

엔트리  장치(30)는  시스템  운영자가  제어부(22)에  억세스하여  전송될  수신기의  ＩＤ(식별번호)와 메
시지를  입력하는데  사용된다.  도시된  엔트리  장치(30)는  화상  표시  단말기로,  숫자  또는  문자 메시
지의  입력이나  선택  호출  수신기의  메모리  내용을  원격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입력이나  가입자 명부
(subscriberlist  ;  42)의  억세스나  갱신에  유용하다.  가입자  명부(42)는  선택  호출  수신기의  IＤ와 
관련  수신기  형식(회신  또는  비회신과  숫자,  문자  또는  음성),  개별  수신기이  어드레스와 프로그래
밍  인가  번호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제어부(22)가  선택  호출  메시지,  즉  페이지를  즉  페이지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버튼식(touch  tone)  전환기와  같은  부가적  엔트리  장치도 시
내  전화회선을  통해  제어부(22)에  연결되어  선택  호출  메시지  송신을  위해  사용자가  제어부(22)에 
직접 억세스하거나 수신기 기능의 원격 프로그램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제어부(22)는  시스템(10)의  심장부로서  단국  장치(20)의  다른  관련  요소들의  작동을 제어
한다.

제어부(22)에  의해  유지되는  가입자  명부(42)에  부가하여  실제(active)  페이지  파일(44)이 유지되는
데,  이것은  단국  장치(20)에  처리되는  선택  호출  메시지와  메모리  변경  정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는  일시(temporary)파일을  구비한다.  실제  페이지  파일(44)은  호출  메시지를  위한  수신기에 어드레
스와  관련  메시지  정보를  포함한다.  실제  페이지  파일(44)은  또한  수신기  메모리의  원격,  즉  무선 
재프로그래밍을  위한  수신기  어드레스,  프로그래밍  코드와  요청된  정보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에 회
신  기능이  부여된  경우,  미전송(undelivered)  메시지가  저장된  비회신  페이지  파일(46)  역시 유지된
다.  이  비회신  페이지  파일(46)은  또한  변경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데도  사용되고  여기서  수신기의 
요청에  따라  전송이  지연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곧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실시간  클록(32)은 제어부
(22)에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고,  비회신  페이지  파일(46)의  미전송  또는  지연  메시지와  지연  변경 
정보를 시간 기록(time stamping)을 하는데 사용된다.

어드레스  및  데이터  엔코더(24)는  선택  호출  수신기  ＩＤ와  메시지  정보를  받아  이를  주지의 방법대
로  실제  전송될  비트  패턴(bit  pattern)으로  대응  어드레스와  메시지를  포매팅(formatting)한다. 어
드레스와  및  데이터  엔코더(24)는  또한  메모리  변경  요청을  받아  이를  선택  호출  수신기  메모리의 
무선  프로그래밍을  위한  대응  비트  패턴으로  포매팅한다.  이들  비트  패턴은  안테나  스위치940)와 신
호를  수신기로  전파하는  안테나(38)를  통신하여  전송부(34)에  의해  순차적으로  전송된다.  회신 기능
이  부여되었을때는  선택  호출  수신기는  회신  엔코더에  의해  주지의  방법으로  발생된  회신  응답을 전
송하는  전송부를  포함한다.  회신  디코더(26)는  이  회신을  검지  및  처리하여,  이  정보를 제어부(22)
에  제공한다.  회신  기능이  선택  호출  수신기(12)에  부여되고  이  수신기(12)가  무선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면,  제어부(22)는  회신  응답에  의해  변경  정보의  전송을  지연해  주도록  지시받을  수  있고, 변
경  정보를  후술하는  바와같이  수신기의  이용  가능한  일시  메모리  공간에  일치하는  데이터  블록 크기
로 전송하게 된다.

제  3  도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선택  호출  수신기(12)의  기능  블록도이다.  선택  호출 수신기(12)
는  안테나(52)와  전송된  선택  호출  어드레스  및  메시지  정보를  주지의  방법으로  수신하는 수신부
(54)를 구비한다.

안테나(52)와  수신부(54)는  또한  선택  호출  수신기의  작동을  변경하는  전송된  코드  정보  역시 수신
할  수  있다.  수신기(54)의  출력은  2진  정보  흐름인데  이는  마이콤(microcmputer  ;  58)에  제공된다. 
마이콤(58)은  어드레스  디코딩,  메시지  저장과  표시  기능의  제어등을  주지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디
코딩  블록(56)의  일부이다.  디코딩  블록(56)은  마이콤(58)  뿐  아니라  일시  메모리(72),  메시지 메모
리(74),  메모리  보호  로직(76)과  보호  메모리  영역(78)을  구비한다.  보호  메모리  영역의  내용은 후
술할  사용자  조작의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의  존재하에서  변경  정보의  수신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
다. 디코딩 시스템 블록(76)의요소들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데이비스등의 미국 특허번호 제 
4,839,628호  “메모리의  보호  영역을  구비한  페이징  수신기”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원인에
게 양도된 것으로 그 개시 사항이 본원에서 참고 목적으로 인용된다.

수신기(12)에  의해  어드레스가  수신되면,  이  어드레스는  재프로그램  가능한  비휘발성  어드레스  코드 
메모리(68)에  저장된  하나  또는  복수의  소정  어드레스와  주지의  방법에  따라  비교한다.  수신기 어드
레스가  저장된  소정  어드레스중의  하나와,  일치하면,  수신기  어드레스에  후속하여  전송되는  멧지 부
분이 마이콤(58)으로 처리되어 메시지 메모리(74)에 저장된다. 청각 경보가 발생될 때는 
트랜스듀서,  촉각  경보가  발생될  때는  진동기등인  경보기(80)로  전달되는  청각  또는  촉각  등의  감지 
가능한  경보가  발생되어  수신된  메시지의  사용자에게  경보한다.  저장된  메시지는  사용자가  스위치 
수단(82)  조작으로  메시지  메모리(74)로부터  재생되는데,  스위치  수단은  저장된  메시지를  독출하여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표시  수단(84)상에  표시하도록  한다.  스위치  수단(82)은  사용자가  조직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복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스위치들로 구성된다.

저장된  메시지의  독출  뿐  아니라,  스위치  수단(82)은  감지  가능한  경보의  리셋,  수신기  기능  메뉴를 
통한  스크롤링(scrolling),  특정  수신기  기능의  선택,  실시간  클록(86)이  바와  같이  구비된  경우 시
간의  설정과  표시  제어등과  같이  부가적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의  스위치  제어는 당업계
에 잘 알려져 있다.

억세스 코드가 변경 정보와 함께 전송되었을 때 무선으로 재프로그램되는 미국 특허번호 제 
4,839,628호에  기술된  수신기와는  달리,  본  발명의  수신기는  실제  재프로그래밍이  수행되기  전에 사
용자가  수동으로  이러한  재프로그래밍을  인가할  것을  요한다.  이것은  특히  사용자  또는  사람이 이러
한 무선 재프로그래밍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을 때 중요하다.  제 4  도는 시스템 운영자의 개입없이 고
주파  통신  링크를  통해  수신한  변경  정보로  수신기의  메모리  변경을  사용자가  시행할  때의 흐름도이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숫자  또는  다른  메시지를  수신기에  전송하도록  할  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선  재프로그래밍을  시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신기에  그러나 메
시지를  송출하도록  요청하는데  대응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대신,  사용자는  블록(100)에서  무선 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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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밍 과정을 특별한 프로그래밍 억세스 번호를 입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 버튼식 전화기가 엔트리 장치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영숫자 입력 단말기 
역시 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입력된 억세스 코드를 검사하는 인가 코드
(authorization  code)를  입력해야  한다.  단국  장치가  사용자의  변경  요청이  인가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사용자는  블록(104)에서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옵션(option)을  선택해야  한다.  요청될  수 
있는  변경은  추가적  어드레스,  어드레스  우선  순위의  경경,  개인  어드레스와  관련된  페이지  형식, 
그리고  어드레스의  수신에  따라  수신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다른  변경  등의  프로그래밍을  포함할 
수  있다.  수신기가  반응할  신호  포맷의  변경  등  다른  변경은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신호  포맷의  변경같은  수신기  사용자는  알  수  없으며,  사용자  조작  재프로그래밍  인가를 요하
지  않을  것이다.  요금  불납으로  인한  수신기의  수신  금지  등과  같이  다른  변경도  사용자  조작 재프
로그래밍인가를 않을 것이다.

변경  입력을  수신하면  단국  장치는  변경  정보를  데이터  페이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포매팅한다.  이 
변경  정보는  바람직하기로는,  특별한  프로그래밍  억세스  코드와  전송될  변경  데이터  등의  후속되는 
재프로그래밍될  수신기에  특정한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특정  수신기  어드레스에  후속하는  특별 재프
로그래밍  억세스  코드의  전송은,  단순히  변경  정보가  후속되는  한  특정  재프로그래밍  어드레스를 전
송하는  것에  비해  수신  메모리의  불의의  변경을  방지하는  안전성  수준을  한층  향상시킨다.  단국 장
치는  또한  블록(106)에서  변경정보의  전송전에  통지  신호(notification  signal)를  전송하여 사용자
에게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운영자가  사용자의  요하지  않는  메모리  변경을 
전송할  때는  이러한  통지  신호는  전송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실시간  무선  프로그래밍  억세스를 구비
할 때  역시 이  통지 신호는 옵션 사항인데,  왜냐하면 사용자는 메모리 변경을 개시하는 호출을 설정
하여  프로그래밍  모드를  수동으로  조작할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지  신호가  전송되어  이를 
수신하면  블록(108)에서  감지  가능한  경보가  발생되어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하도록 경보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수신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스위치중  세  개를  수동으로 작
동함으로써  사용자  조작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를  발생시킨다.  바람직한  과정은  “메뉴  선택” 스위
치를  작동하여  유지시킨  뒤  “시간  설정”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 “독출/리셋”스위치
를  누르면  수신기가  재프로그래밍  모드가  설정될  것이다.  이  일련의  스위치  작동은  단순한  예일 뿐
이며,  정상적  스위치  조작  과정에서  불의에  프로그래밍  모드로  진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스위치 
조작이면  족하다.  프로그래밍  모드에  진입하면  사용자  조작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가  소정  시간 간격
만큼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 전송된 변경 정보의 수신기 충분히 긴  5분  정도 발생된다.  사용자 조작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에  요구되는  시간  주기는  변경  정보  전송의  대기  시간과  변경  정보  전송 시간
등  몇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마이콤에  의해  사용자  조작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를  소정 시간동
안  발생시키는  기술은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분  내지  2분의  적절한  지연  후에  블록(110)에서  변경  정보가  전송된다.  사용자가 프로그
래밍 모드를 설정하도록 통지하는 통지 신호가 전송되지 않을 때는,  변경 정보가 전송될 때  이  모드 
설정아  확실하도록  사용자는  변경  요청의  종료에  앞서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해야  한다. 블록(11
2)에서  변경  정보를  수신하면,  마이콤은  블록(114)에서  프로그래밍  모드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프
로그래밍  모드가  설정돼  있으면  마이콤은  블록(116)에서  데이비스등의  미국  특허번호  제4,839,628에 
기재된 방법으로 적절한 메모리 영역을 변경시킨다.

메모리  변경이  완료되면,  블록(118)에서  특유의  감지  가능한  경보가  발생되어  사용자에게  변경 종료
를  통지한다.  프로그래밍  시간  간격  역시  마이콤으로  리셋되어  후속  메시지들이  정상적으로 수신되
도록  한다.  감지  가능한  발생  경보는  청각적,  촉각적  또는  시각적일  수  있다.  블록(114)에서 프로그
램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하지  못했거나  변경 정보
되기  전에  소정의  프로그램  시간  간격이  시간  경과한  것에  기인한  것인데,  사용자는  블록(120)에서 
메모리  변경  시도가  실패했음을  경보받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블록(100)에서  시작되는 재프로그
밍 과정을 재시도할 수 있다.

제  4  도에  도시된  자동적인  사용자  시행  메모리  변경은  직접적인  사용자  입력이나  재프로그래밍 요
청을  허용않는  단국에서는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제  5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제  5  도는  시스템  운영자의  개입을  요하며,  고주파  통신 링
크를  통해  수신된  변경  신호에  의해  사용자가  수신기의  메모리를  변경하는  것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사용자는  블록(200)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호출을  발송한다.  재프로그래밍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면, 
시스템  운영자는  블록(202)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적절한  변경  정보를  발생시킨다.  시스템 운영자
가  개입하기  되므로  무선  재프로그래밍은  전술한  것처럼  실시간  기준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새벽이
나  늦은  밤  등  메시지  통화량이  적은  시간같이  하루중  특정  시간에만  제공될  것이다.  변경  정보의 
전송에  앞서  블록(204)에서  통지  신호가  전송된다.  통지  신호가  수신되면,  사용자는  블록(206)에서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하도록  감지  가능한  경보로  안내받는다.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연  후에  블록(208)에서  변경  정보가  전송된다.  블록(210)에서  변경  정보가 수신
되면,  블록(212)에서  마이콤은  프로그래밍  모드가  설정되었는가  확인한다.  프로그래밍  모드가 설정
되었으면,  블록(214)에서  수신된  변경  정보에  따라  적절한  메모리  영역이  변경되고,  변경이 완료되
면  사용자는  블록(261)에서  경보받는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시간이  리셋되어  후속  메시지를 정상적
으로  수신하세  된다.  프로그래밍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  설정을  모드 못했
을  때는,  사용자는  블록(218)에서  변경  시도가  실패했음을  경보받는다.  그러면  사용자는 블록(200)
에서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재시도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른  실시예에서는,  수신기록는  변경  정보의  저장에  사용될  수  있는  일시  메모리  공간의 
양을  회신하는  등,  재프로그래밍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회신하기  위한  전송부를  구비하고  있다. 마
이콤의  아키텍처에  따라,  수신된  변경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시  메모리  공간은 비교
적  작을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마이콤  모토롤라(Motorola)사  제작의 Ｍ
Ｃ68ＨＣ05Ｌ8이다.  이  마이콤은  프로그램  변수  저장  및  메시지  저장과  메모리  변경  정보를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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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시  메모리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176바이트의  언보드(on-board)ＲＡＭ과  128바이트의 원도
우(window)ＲＡＭ을 구비한다.

변경 정보가 저장된 메시지 정보상에 재기록될 수  있으면 스루풋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
법은  수신된  변경  정보가  미독출(unread)  또는  보호된  메모리  영역사에  재기록되면  사용자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제 6  도는 변경 정보의 수신에 앞서 수신기가 사용 가능한 일시 메모리 영역
을  통신하는  회신  기능을  구비하는  경우의  메모리  변경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사용자는 블록(30
0)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호출을  한다.  재프로그램밍할  정보가  수신되면,  시스템  운영자는 블록(30
2)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변경  정보를  발생시킨다.  시스템  운영자가  개입되므로  무선 재프로그래밍
은 전술한 바와같은 실시간 처리는 아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는  사용자  시행  무선  재프로그래밍도  단국  정치의  설비에  따라 역
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변경  정보의  전송에  앞서  블록(304)에서  통지  신호가  전송된  통지  신호가 
수신되면  블록(306)에서  사용자에게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해야  하다는  안내를  경보가  울린다. 마
이콤은  블록(308)에서  일시  메모리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을  결정하고,  블록(310)에서 
사용 가능한 일시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는 회신 신호를 발생 및  회신한다.  사용 가능한 일시 메모리 
공간은  미독출되거나  보호된  메시지  등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메모리  공간이다.  수신된 
변경  정보가  추가적  일시  메모리  공간을  요할  때  읽히고난  메시지는  재기록이  가능하다.  회신 신호
가  수신되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적절한  블록(312)에서  변경  정보  정보가 
사용  가능한  일시  메모리  공간과  일치하는  데이터  블록  크기로  전송된다.  블록(314)에서  변경 정보
가  수신되면,  블록(316)에서  마이콤  프로그래밍  모드의  설정여부를  확인한다.  프로그래밍  모드가 설
정되었으면,  블록(318)에서  수신된  변경  정보에  따라  적절한  메모리가  변경된다.  그  다음  마이콤은 
블록(320)에서  요청된  변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신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추가 정보
가  기대될  때  마이콤은  블록(312)에서  추가  정보의  전송을  기대한다.  블록(320)에서  모든  정보가 수
신되면,  사용자는  블록(322)에서  메모리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경보를  받는다.  메모리  변경이 완료되
면  프로그래밍  시간이  리셋되어  후속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된다.  프로그래밍  시간이 경과
되거나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  설정을  못했을때는  블록(324)에서  변경  실패를  사용자에게 경보한
다. 그러면 사용자는 블록(300)부터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할 수 있다.

제  7  도는  변경  정보의  수신에  앞서  메시지  메모리  상태를  통신하는  회신  기능을  구비한  수신기의 
메모리  변경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수신된  변경  정보가  메시지  메모리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제기록될  것이라는  것과  후속되는  전송  과정에서  상실될  것이므로  미독출  또는 보호
된  메시지를  지금  읽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받는다.  앞의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또는 시
스템  운영자가  변경자가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호출을  개시한다.  블록(402)에서  통지 신
호가  수신되면,  블록(404)에서  마이콤은  메시지  메모리  공간에  미도출  또는  보호  메시지등의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미독출되거나  보호된  메시지가  없는  경우  블록(412)에서 변
경  정보의  전송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발생  및  전송된다.  미독출  또는  보호  메시지가  점지되면, 
마이콤은 블록(406)에서 변경 정보 전송의 지연을 요청하는 회신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사용자는  단계(408)에서  소정  시간내에  읽지  않으면  이들  메시지가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하
고,  프로그래밍  모드  설정  요청  경보와는  식별되는  경보를  받게  된다.  소정  시간,  예를들어  5분 정
도의  사용자가  메시지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를  읽는데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단계
(410)에서  제  2  통지  신호가  수신되고,  그  다음  단계(412)에서  변경  정보의  전송  개시를  요청하는 
회신이  발생  및  전송된다.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  뒤  변경 
정보가  전송된다.  블록(416)에서  변경  정보가  수신되면  마이콤은  블록(418)에서  프로그래밍  모드 설
정을  확인한다.  프로그래밍  모드가  설정되어  있어면,  블록(420)에서  수신된  변경  정보에  따라 적절
한 메모리 영역이 변경되고, 사용다는 블록(422)에서 변경 완료를 경보받는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시간이  리렛되어  후속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된다.  프로그래밍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모드를  설정하지  못하면,  블록(424)에서  사용자는  변경  시도 실패
를 경보받는다.

그러먼 사용자는 블록(402)으로부터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재시도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당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여러  가지 변
형과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개시되고  이하에서  청구되는  개념들을  하는  모든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으로  수신된  변경  데이타  전송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메모리를  구비한  호출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를  변경시키는  변경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메모리를  변경시키는  수단과,  변경 
정보가  예정된  프로그래밍  시간  간격동안  수신될  때  수신기의  사용자가  조작하여  이러한  변경을 허
용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 호출 수신기.

청구항 2 

외부  소스로부터  전송되고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메모리  변경에  대응하는  변경  정보를  사용하연 
선택  호출  수신기의  메모리를  사용자가  변경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예정된  프로그램  시간  간격동안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된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를  발생하는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프로그
래밍  인가  신호의  존재시에만  수신된  변경  정보에  응답하여  메모리를  변경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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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외부  소스로부터  전송된  변경  정보를  사용하는  메모리를  변경시키기  위해  선택  호출  수신기 사용자
에  의해  프로그램밍  인가를  요구하는  통지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메모리를  갖는 
선택  호출  수신기에  있어서,  통지  신호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여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생하는 수
단과,  예정된  프로그래밍  시간  간격동안  발생되는  감지  가능한  경보에  응답하여  사용자에  의해 활성
화되는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과,  전송된  변경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의  존재시에만  수신된  변경  정보에  응답하여  메모리를  변경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 호출 수신기.

청구항 4 

외부  소스로부터  전송된  변경  정보  및  선택  호출  수신기  사용자에  의하여  프로그래밍  인가를 요구하
는 통지 신호를 사용하는 선택 호출 수신기의 메모리 변경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지 신호를 수신하
고  이것에  응답하여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예정된  프로그래밍  시간  간격동안 발생
되는  감지  가능한  경보에  응답하여  의해  활성화되는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전송
된  변경  정보를  수신화는  단계와,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의  존재시  변경  정보에  수신  응답하여 메모
리를 변경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변경 방법.

청구항 5 

무선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래밍  인가를  요청하는  통지  신호와  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회신 시스템에
서  작동하는,  메모리를  구비한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통지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과  ;  상기 
통지   신호의  수신에  따라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  상기  통지  신호의  수신에  따라 
상기 변경 정보의 일시 저장이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을 결정하는 공간을 결정하는 수단과 ;  상기 
결정된  메모리  공간을  표시하는  회신  신호를  발생  및  전송하는  수단과  ;  상기  감지  가능한  경보의 
발생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된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  상기  사용자 조
작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가  존재할  때  상기  수신된  변경  정보로  상기  메모리를  변경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며  ;  상기   통지  신호  수신  수단이  상기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에  일치하는  형태로  전송된 
정보 또한 것을 특징으로 수신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메시지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기는 통지 신호에 따라 메시
지  메모리부에  기억된  임의의  메시지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면,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생
하는  수단은  임의의  메시지  손실을  수신기  사용자에게  알리는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생하도록 임의
의 메시지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시스템은  변경  정보의  전송  지연에  따라  메모리부에서  임의이  메시지의  현상태를 
요구하는  문의  신호를   전송하고,  임의의  메시지  상태  결정  수단은  임의의  메시지의  현메시지 메모
리  상태를  결정하도록  문의  신호에  응답하며,  회신  신호  전송  수단은  현메시지  메모리  상태에 대응
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8 

변경  정보와,  무선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밍  인가를  요구하는  전송된  통지  신호를  제공하는  회신 
시스템에서  무선  동작하는  메모리를  변경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경보  신호를  발생하며,  그것에 응답
하여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생하는  단계와,  통지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이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
을  그것에  응답하여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생하는  단계와,  통지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이용 가능
한  메모리  공간을  결정하는  단계와,  메모리  공간  이용성을  표시하는  회신  신호를  발생  및  전송하는 
단계,  발생되는  감지  가능한  경보에  응답하여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된  프로그래밍  인가  신호를 발생
하는  단계와,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에  일치하는  형태로  전송된  변경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프
로그래밍  인가  신호가  존재할  때  수신된  변경  정보를  갖는  메모리를  변경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변경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메시지 메모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통지 신호의 수신에 
따라  상기  메시지  메모리부에  저장된  메시지와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와  ;  상기  통지  신호의  수신에 
따라  상기  메시지  메모리부에  저장된  메시지의  상실이  암박했음을  통고하는  감지  가능한  경보를 발
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경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문의 신호는 변경 정보의 지연 전송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상기 방법
은,  메시지  메모리부에  임의의  메시지의  현상태를  요구하는  문의   신호를  단계와,  현메시지  메모리 
상태에 대응하는 회신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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