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4M 1/72

(45) 공고일자   2002년11월23일

(11) 등록번호   10-0336956

(24) 등록일자   2002년05월03일
(21) 출원번호 10-1995-0705096 (65) 공개번호 특1996-0702705
(22) 출원일자 1995년11월15일 (43) 공개일자 1996년04월27일

       번역문제출일자 1995년11월15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5/03543 (87) 국제공개번호 WO 1995/25397
(86) 국제출원일자 1995년03월16일 (87) 국제공개일자 1995년09월21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한민국  멕시코  EP 유럽특허 : 핀랜
드  

(30) 우선권주장 08/213704  1994년03월16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에릭슨 인크.    

미국 27709 노쓰 캐롤라이나주 리써치 트라이앵글 파크 디벨로프먼트 드라이
브 7001

(72) 발명자 알레브크,브젠,게.데.

스웨덴왕국에스-239 42팔스테르보쿨스박카페겐4아

묄른,안데르스,엘.

스웨덴왕국에스-553오묄르내핑나르파폐겐179베체/

팔크,죠안

스웨덴왕국에스-175ㅔㄴ4예르폘라구스타프트롤레스
(74) 리인 구영창, 장수길

심사관 :    오흥수

(54)  셀룰러이동전화를위한범용사용자인터페이스

명세서

발명의 배경<1>

본 발명은 이동 무선 터미날(mobi1e  radio  terminals)에  사용하는 맨-머신  인터 페이스(man-<2>
machine interface)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주로 새로운 키패드(keypad),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응용물(software app1ication)을 이용하는, 셀룰러 이동 전화기를 위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 관한 것이다. 

현재, 에어-인터페이스(air-interface)와 사용자 사이의 통신을 위하여 여러 셀룰러 전화 시스템<3>
이 상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노르딕 이동 전화(NMT), 첨단 이동 전화 
서비스(AMPS), 총제적 접속 통신 시스템(TACS), 유럽 디지탈 이동 통신 프로젝트(GSM), 디지탈 AMPS(D-
AMPS), 개인 디지탈 셀룰러 시스템(PDC), 광역 TACS(ETACS), 유럽 디지탈 코드리스 전화 시스템 (DECT), 
코드리스 전화 2(CT 2), 코드리스 전화 3(CT 3)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어느 정도는 여러 시스
템에 하여 특정화되어 있다. 셀룰러 전화기는 제조회사에 따라 상이하더라도 그 시스템 규격에 따라서 
략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키 구성을 갖는다. 제1A도 내지 제1C도는 이러한 셀룰러 전화기 키 구성을 도

시한다.

상이한 규격들 사이의 상이점에 의하여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바꾸고자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4>
서로 상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2개의 시스템 사이에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에는, 홈 시스템(home 
system)에서 익숙해진 방법과는 상이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액세스하여 호를 설정하게 되므로 곤
란함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제조회사의 상이한 모델에서 상이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더욱 더 많아진다.

제1A도는 현재 사용가능한 NMT 셀룰러 전화기에 제공되는 키패드 구성을 도시한다. 제1B도는 현<5>
재 사용가능한 AMPS 셀룰러 전화기에 제공되는 키패드 구성을 도시한다. 제1C도는 현재 사용가능한 GSM 
셀룰러 전화기에 제공되는 키패드 구성을 도시한다. 이러한 키패드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를 들
어 스웨덴 스톡홀름의 에릭슨 이동 통신(Ericsson Mobile Communication)의 각각 공고 번호 SV/LZT 126 
1171 R2의 "에릭슨 NH99, 사용자 매뉴얼", 공고 번호 CEL/NA-9013 OM의 "에릭슨 AH97, 사용자 매뉴얼", 
및 공고 번호 EN/LZV 109 028 R1A의 "에릭슨 GH198, 사용자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제1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NMT 시스템에서 셀룰러 전화기는 키패드(l0), 디스플레이(9), 및 복<6>
수의  기능  키(1  내지  8)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9)는  2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영숫자 문자
(alpha-numeric characters)와 숫자 문자 (numeric characters)를 각각 표시하기 위한 영숫자 행과 숫자 
행이다. 기능 키(1)은 발호하고 전화 호를 종료시키며 전화 호에 응답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기능 키
(1)은 온-후크 키 및 오프-후크 키의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2)는 메모리에 전화 번호, 이름, 및 특정의 
전화기 파라미터 세팅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3)은  마지막으로 입력된 문자 또는 디지트

33-1

1019950705096



(digits)를 삭제하는 기능, 및 길게 누르는 경우에는 표시된 전체 스트링(string)을 삭제하는 기능을 갖
는다.  이는  "메뉴  모드"에서  벗어나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4)는  "메뉴  모드"에서  터미날  기능 
(termina1 function)을 액세스하고 통화 중에 마이크로폰을 뮤팅(muting)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
(5)는 통화 중에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기능을 갖는 레지스터 키이다. 화살표 키(7, 8)은 
메뉴를 스크롤하는 기능, 및 통화 중에 볼륨을 증가 및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제1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AMPS 시스템에서 셀룰러 전화기는 키패드(20), 디스플레이(29), 및 <7>
복수의 기능 키(21 내지 28)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29)는 제1A도에 하여 설명된 바와 동일하다. 기능 
키(21)은 발호하고 전화 호에 응답하는 오프-후크 키의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22)는 호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전화 호를 종료시키는 온-후크 키의 기능을 가지며,  호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셀룰러 전화
기를 턴-온 또는 턴-오프 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23)은 (이름 또는 축약 번호로 탐색하여) 터미
날 디렉토리(termina1 directory)에 저장된 전화 번호, 스크래치 패드(scratch pad)에 저장된 전화 번호 
및 마지막으로 호된 전화 번호(the last called number)를 리콜(recal1)하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2
4)는 메모리에 전화 번호, 이름, 및 특정의 전화기 파라미터 세팅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
(25)는 "메뉴 모드"에서 터미날 기능을 액세스하는 기능, 및 통화 중에 마이크로폰을 뮤팅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26)은 마지막으로 입력된 문자 또는 디지트를 삭제하는 기능, 및 길게 누르는 경우에는 
표시된 전체 스트링을 삭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메뉴 모드"에서 벗어나는 기능을 갖는다. 화살표 
키(27, 28)은 메뉴를 스크롤하는 기능, 및 통화 중에 볼륨을 증가 및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제1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GSM 시스템에서 셀룰러 전화기는 키패드(30), 디스플레이(39), 및 <8>
복수의 기능 키(31 내지 38)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39)는 2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영숫자 문자
와 숫자 문자를 각각 표시하기 위한 영숫자 행과 숫자 행이다. 기능 키(31)은 발호하고 전화 호에 응답하
는 오프-후크 키의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32)는 호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화 호를 종료시키는 온-후
크 키의 기능을 가지며, 호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셀룰러 전화기를 턴-온 또는 턴-오프 시키는 기능
을 갖는다. 기능 키(33)은 (이름 또는 축약 번호로 탐색하여) 터미날 디렉토리에 저장된 전화 번호, 스크
래치 패드에 저장된 전화 번호 및 마지막으로 호된 전화 번호를 리콜하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34)는 
메모리에 전화 번호, 이름, 및 특정의 전화기 파라미터 세팅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35)는 
마지막으로 입력된 문자 또는 디지트를 삭제하는 기능, 및 길게 누르는 경우에는 표시된 전체 스트링을 
삭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메뉴 모드"에서 벗어나는 기능을 갖는다. 기능 키(36)은 "메뉴 모드"에서 
터미날 기능을 액세스하는 기능, 및 통화 중에 마이크로폰을 뮤팅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화살표 키(37, 
38)은 메뉴를 스크롤하는 기능, 및 통화 중에 볼륨을 증가 및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다음의 표1 및 표2는 2개의 시스템 사이의 맨-머신 인터페이스에서 프로그래밍의 상이점을 나타<9>
낸다. 표1은 NMT 시스템을 나타내고, 표2는 AMPS 시스템 및 GSM 시스템을 나타낸다. 표1 및 표2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시간 순서로 표시되어 있다. 도시된 시퀀스는 인입 전화 호에 응답하고, 송
출 발호를 행하며, 전화 호를 종료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다음의 표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1의 NMT 시스
템에서는 사용자가 전화 호에 응답할 때와 전화 호를 종료시킬 때 동일한 키를 누른다. AMPS 시스템에서
는 동일한 동작(operation)에 하여 상이한 키를 사용한다. GSM 시스템에서는 전화 호에 응답할 때와 전
화 호를 종료시킬 때 상이한 키가 사용된다.

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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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2>

AMPS 시스템을 위한 전화기 렌탈 프로젝트(phone rental project)에서 본 출원의 양수인에 의하<14>
여 실행된 사용자 실험에서, 스칸디나비아의 사용자들은 "SEND" 키가 전화 호에 응답하는 기능을 갖는다
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사실상 무엇인가를 수신하는 경우에 
"SEND"라는 이름의 키를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다음의 표3 및 표4는 각각 NMT 시스템과 DECT 시스템에 있어서 발호하고 전화 호를 종료시키는 <15>
경우의 절차의 상이점을 나타낸다.

표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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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8>

표3의 NMT 시스템에서는 발호를 행하기 위하여 원하는 디지트를 입력한 후 "SEND/END" 키를 누르<20>
며, 반면 표4의 DECT 시스템에서는 먼저 "SEND/PAGE" 키를 누른 후 원하는 디지트를 입력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SEND/PAGE" 키의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없다. AMPS 시스템과 GSM 시스템에서는 이와는 
다른 경우가 제시되는데,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발호를 행하고 종료시키기 의하여 2개의 상이한 
키가 필요하다.

표5<21>

따라서, 현재의 셀룰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은 상이한 셀룰러 시스템 및 상이한 모델 사<23>
이에 외양과 기능의 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새로운 시스템 환경 또는 새로운 모델로 바꿀 
때마다 셀룰러 전화기의 사용법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전화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게 친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거의 전적으로 키패드 및 디스플
레이와 같은 하드웨어에 의존하므로, 재조회사로서도 상이한 시스템 규격에 맞춘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아날로그 및 디지탈 트래픽 채널(analog and digital traffic channel)과의 인터페이스에 사용될 <24>
수 있는 이중 모드(dual-mode) 셀룰러 이동 전화가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EIA/TIA IS-54 규격은 이러한 에어-인터페이스를 특정한다. 그러나, 호 셋업(setting <25>
up)은 아날로그 제어 채널을 사용하고, 절차(procedure)가 아날로그 및 디지탈 트래픽 채널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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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및 디지탈 트래픽 및 제어 채널과의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다중 모드(multi-<26>
mode) 셀룰러 이동 전화가 또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8월 29일 출원된 U.S. 제07/751,763호 
출원은 수정된 아날로그 및 이중 모드 이동 무선 전화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탈 제어 채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셀룰러 이동 무선 전화 시스템을 개시한다. 상기 U.S. 출원 제07/751,763
호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된다(incorporated herein by reference). 그러나, 이 시스템도 이동 전
화와 표준화된 셀룰러 랜드 시스템 (cellular land system) 사이에 있어서 절차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통신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거의 동일한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2개의 상이한 시
스템이 또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U.S.에서 최초로 사용된 AMPS와 U.K. 에서 최초로 사용된 TACS이다. 
이 2개의 시스템의 규격은 에어-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것이고, 맨-머신 인터페이스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현된 TACS 터미날은 이전에 정의된 AMPS를 그 로 따른 것이다.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규격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결합 코드리스 및 셀룰러 이동 전화(combined <27>
cordless and cellular mobile telephones)가 또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U.K. 특허 제2,225,512호 출
원은 셀룰러/코드리스 무선 전화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허는 임의의 에어-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맨-머신 인티페이스에 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장래에는, 무선 포켓 전화기를 위한 인공위성 전화 시스템이 전 지구를 커버 (cover)할 것으로 <28>
예상되며, 이는 인공위성 전화 시스템이 여러 개의 상이한 셀룰러 시스템 규격을 커버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인공위성 시스템은 비용을 절감하도록 아마도, 예를 들면 발호에 하여 정의하고 호 수신에 하여 
정의하는 것과 같이 모든 행위에 하여 정의된 키 시퀀스와 같은 1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나, 반면에 
셀룰러 시스템 규격들은 이러한 행위에 하여 상이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
보통의" 셀룰러 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서는 2가지 방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다. 인공위성 시
스템이 유사한 행위에 하여 여러 상이한 방법으로 구현되어, 각 셀룰러 시스템 규격에 하여 하나씩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단히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한편, 사
용자가 특정 동작에 하여 셀룰러 시스템 상에서 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 동일한 동작에 하여 인공위
성 전화 시스템에서는 이와는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해답이 아니
다.

현재 셀룰러 전화기 제조회사가 직면한 다른 문제점은 셀룰러 전화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29>
다는 점에 있다. 전화기가 작아질수록,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기능 키들을 종래에 사용하던 개수만큼 
전화기에 포함시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개요<30>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31>

본 발명의 목적은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NMT, AMPS, TACS, GSM, D-AMPS, PDC, ETACS, CT 2, <32>
CT 3, 및 DECT와 같은 여러 셀룰러 전화기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제공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장래의 포켓-사이즈의 무선 인공위성 전화기에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모든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 하여 동일한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갖는 단<33>
일 모드(single mode) 이동 셀룰러 전화기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하는 동안 자신에게 친숙한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갖는 외국의 이동 전화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이중 모드 또는 다중 모드 셀룰러 전화기, 즉 NMT 및 GSM과 같은 둘 또<34>
는 그 이상의 시스템 규격에 한 하드웨어 소자를 포함하는 전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셀룰러 전화기는 여러 시스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규격
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한 선택 및 액세스는 소정의 알고리즘에 따르거나 스위치를 손으로 작동시켜 행한
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행하는 상이한 규격에 한 에뮬레이션(emulation)은 상이한 하드웨
어 소자의 선택과는 독립적으로 된다. 이러한 이중 모드 또는 다중 모드 셀룰러 전화기는 셀룰러-인공위
성 전화기(cellular-satellite phone), 즉 하나(또는 그 이상)의 셀룰러 시스템 규격에 한 구성 요소와 
함께  하나(또는  그  이상)의  인공위성  시스템  규격에  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전화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론 목적은 셀룰러 전화기가 종래보다 가볍고 소형으로 될 수 있는 맨-머신 인터페<35>
이스롤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전형적인 온-후크 키 및 오프-후크 키를 제거하여 보다 적은 수의 키를 <36>
갖는 셀룰러 전화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 무선 터미날은<37>

하나 이상의 메뉴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38>

전화 호(telephone cal1)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상기 무선 터미날에 의하여 행해질 해당 조치<39>
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옵션(option)을 갖는 하나 이상의 브랜치(branch)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메뉴를 출력하는 출력수단,

상기 옵션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택 수단,<40>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저장된 옵션의 선택을 확인하여, 상기 메뉴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브랜<41>
치의 연속되는 브랜치로 들어가(move forward through) 상기 확인된 옵션에 의하여 선택된 해당 조치를 
수행하고, 발호를 행하며 전화 호에 응답하기 위한 제1 수단, 및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옵션의 선택을 거부하여, 상기 메뉴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브랜<42>
치의 이전의 브랜치로 복귀하고(move backward through), 전화 호를 종료하기 위한 제2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조치는 연속적인 브랜치가 표시되는 것과 터미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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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 무선 터미날은<44>

복수의 서로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air-interface signalling standards)에 의하여 <45>
제공되는 절차(procedure)들을 에뮬레이팅하기 위한 수단,

상기 복수의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들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전화 호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 <46>
이상의 옵션을 각각 갖는 복수의 메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수단,

소정의 시간에 출력될 수 있는 복수의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수단,<47>

상기 출력 메뉴의 옵션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택 수단,<48>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옵션의 선택을 확인하여, 상기 메뉴에 들어가고, 발호를 행하며 <49>
전화 호에 응답하기 위한 제1 수단,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옵션의 선택을 거부하여 상기 메뉴에서 복귀하고, 전화 호를 종<50>
료하기 위한 제2 수단, 및

상기  메뉴에  있는  옵션들  간에  상기  선택  수단을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조종키<51>
(navigation key)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충 모드 이동 무선 터미널은<52>

복수의 서로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규격을 구현하기 위한 복수의 하드웨어 소자 수단,<53>

상기 복수의 하드웨어 소자 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54>

복수의 서로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에 의하여 제공되는 절차를 에뮬레이팅하기 위한 <55>
소프트웨어 수단,

복수의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들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전화 호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 이상<56>
의 옵션을 각각 갖는 복수의 메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수단,

12키 영숫자 키패드, 및 상기 출력 메뉴의 하나 이상의 옵션에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택 수<57>
단을 포함하고, 소정의 시간에 출력될 수 있는 복수의 메뉴 중에서 상기 복수의 하드웨어 소자 수단의 상
기 선택된 하드웨어 수단에 독립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수단,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옵션의 선택을 확인하여 상기 메뉴<58>
에 들어가고, 발호를 행하며 전화 호에 응답하기 위한 제1 키(first key),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옵션의 선택을 거부하여 상기 메뉴<59>
에서 복귀하고, 전화 호를 종료하기 위한 제2 키(second key)를 포함한다.

첨부한 도면과 함께 구성된 후술하는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기술 분야에서 지식을 가<60>
지고 있는 자는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 특징 및 부수적인 이점들을 자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61>

본 출원의 발명은 단지 예시적으로 제시된 본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62>
여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1A도, 제1B도, 제1C도는 각각 NMT, AMPS, GSM 시스템에서 종래의 셀룰러 이동 전화기의 시스템 <63>
특정 하드웨어 구현(system specific hardware imp1ementation)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2A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룰러 무선 전화기의 일반적인 하드웨어 플랫폼(hardware <64>
platform)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2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셀룰러 무선 전화기의 해당 부분의 블록도.<65>

제3A도 내지 제3H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일반적인 키패드 구성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66>

제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뉴의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67>

제5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중 모드 셀룰러 전화기 내의 시스템 특정 하드웨어 소자의 <68>
블록도.

제6A도 및 제6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각 호가 송출 및 인입할 때에 있어서 NMT 방식의 <69>
에뮬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

제7A도 및 제7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각 호가 송출 및 인입할 때에 있어서 AMPS 방식<70>
의 에뮬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

제8A도 및 제8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각 호가 송출 및 인입할 때에 있어서 GSM 방식의 <71>
에뮬례이션을 도시하는 도면.

제9A도 및 제9B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각 호가 송출 및 인입할 때에 있어서 시스템에 <72>
독립적인 절차(system independent procedure)를 도시하는 도면.

제10A도 내지 제10D도는 NMT 및 GSM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YES/NO 키의 다른 실시예를 <73>
도시하는 도면.

제11A도 및 제11B도는 AMPS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YES/NO 키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74>
는 도면.

33-6

1019950705096



발명의 개략적 설명<75>

본 발명은 이동 무선 터미날의 발호 및 호 종료에 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균일한(uniform) 맨<76>
-머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다양한 이동 무선 시스템에서 상기 목적에 사용되는 
시스템 특정 맨-머신 인터페이스롤 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균일한 맨-머신 인터페이스는 터미날에서 사
용되는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에 하여 변경할 필요가 없다. 신호 방식에 있어서의 상이점은 
터미날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처리된다. 사용자가 시스템과 균일한 화(interactive  uniform dialo
g)를 행하여 선택 가능한 옵션이 디스플레이 상에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사용자는 각각 확인/거부를 의미
하는 YES/NO 키 및 예를 들어 옵션을 지시하는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
정할 수 있다. 옵션은 메뉴의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메뉴는 본체(주 메뉴) 및/또는 하나 이상의 브랜치를 
포함하도록 될 수 있다.

각 브랜치는 선택되었을 때 해당 조치를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77>
치는 다른 브랜치를 표시하는 형태나 이동 무선 터미날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설명을 위하
여, 브랜치에 옵션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여전히 이를 브랜치라고 부르고자 한다. YES 키는 메뉴에서 
다음의 브랜치로 들어가는 기능을 가지며, NO 키는 메뉴에서 이전에 표시된 브랜치로 복귀하는 기능을 갖
는다. YES 키 및 NO 키는 각각 종래의 오프-후크 키 및 온-후크 키의 기능을 또한 제공하며, 따라서 별개
의 오프-후크 및 온-후크 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법으로 셀룰러 전화기에 필요한 키의 수를 감
소시킴으로써 본 발명은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이점이 있다.

키 및 표시된 옵션은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터미날이 판매되는 나라<78>
의 언어에 따라 키의 라벨은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하다면 언어에 독립적인 아이콘(icon)을 사용할 수 있
다. 표시되는 옵션의 언어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사용자가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을 갖는 나라를 여행하는 경우, 발호, 호 <79>
응답, 및 호 종료에 하여 상이한 키패드 및/또는 절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다. 이로써, 사용
자는 각각의 에어-인터페이스만을 통하여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일 모드 터미날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의  선택  가능한  에어-인터페이스를  갖는  이중  모드  또는  다중  모드  터미날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발호, 호 응답, 및 호 종료에 하여 동일한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본 발명의 터미날 및 시스템에 있어서 균일한 사항은 첫째로 키 상의 또는 키부근의 지정물(텍스<80>
트, 아이콘) 및 키패드이고, 둘째로 발호, 호 응답, 및 호 종료에 하여 표시된 옵션이며, 샛째로 사건
의 시퀀스, 즉 발호, 호 응답, 및 호 종료에 한 순서도이다. 본 발명의 터미날 및 시스템에 있어서 선
택가능한 사항은 무선 (하드웨어) 모듈 및 관련된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소프트웨어) 모듈인뎨, 이는 지
역 셀룰러 규격에 따르고 균일한 맨-머신 인터페이스 모듈에 접속하기 위하여 관련된 소프트웨어 모듈과 
함께 가능한 복수의 무선 모듈 중의 하나로서 사용가능하다. 또한, 예를 들어 터미날이 홈 NMT 지역이 아
닌 GSM 네트워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특정의 무선 하드웨어 모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시스템이 NMT 시스템을 에뮬레이팅하여 본 발명에 따른 균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발호를 
행하도륵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정의 에어-인터페이스 규
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기본 기능 뿐만 아니라 첨단 기능에 하여도 균일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81>
만, 전술한 기본적인 발호 및 호 종료 기능에 하여는 본 발명을 사용하고 보다 첨단의 기능에 하여는 
균일하지 않게 표시된 옵션 및 절차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이 발호, 호 응답, 및 호 종료를 위한 균일한 맨-머신 상호 작용에 한 것이지만, 적절<82>
할 경우에는 이 균일한 맨-머신 상호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하, 두 가지 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무선 가입자가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무선 터미날을 구입한 때에는, 가입자는 새로운 무선 터미<83>
날의 디스플레이 상에 옵션인 "소프트 키"로서의 절차 및 키를 사용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터미날의 절차
를 에뮬레이팅할 수 있다. "이전" 절차와 "균일" 절차 사이에서의 선택은, 예를 들어 하드웨어 스위치, 
또는 디스플레이에 제시된 적절한 메뉴 옵션을 선택하는 소프트웨어 스위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터미날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지능 노드(intelligent nodes), 및 보통의 발호, 호 <84>
응답, 호 종료 이외의 임의의 서비스 절차와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이한 지역에서는 동일한 기능
에  해서도  사용되는  추가적인  절차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화식  다이얼로그(interactive 
dialog)에서는 LCD 디스플레이 상에 옵션이 제시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시키지 않고서도 이러한 절차
를 사용할 수 있다.

상세한 설명<85>

본 발명에 따르면, 셀룰러 이동 전화기에 사용되어 셀룰러 전화기를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86>
NMT, AMPS, D-AMPS, TACS, ETACS, GSM, ADC, 및 PDC와 같은 여러 가지 셀룰러 전화기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사용한 수 있는 맨-머신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이는 셀룰러 전화기를 
상이한 소프트웨어 응용물, 시스템 및/또는 커스터머(customer)가 다운로드될 수 있는 컴퓨터 플랫폼으로
서 인식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본 셀룰러 전화기는 이러한 응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키 구성 및 
디스플레이를 구비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 NMT, AMPS 등과 같은 시스템 규격을 소프트웨어 응용물로서 
인식하면,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커버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
론, 상기 하드웨어 플랫폼은 보다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에어-인터페이스를 위한 무선 기기(radios) 
및 안테나와 같은 (하드웨어) 소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은 GSM과 같은 하나의 시스템 규격에 따라 통신하는 소<87>
자만을 포함하는 셀룰러 전화기에 구현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이 전화기의 사용자가 NMT와 같은 상
이한 시스템 규격을 사용하는 다른 영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그는 상이한 인터페이스를 학습하지 않고서
도 상기 제2 규격을 취급할 수 있는 소자를 구비하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NMT 및 GSM 시스템과 같은 복수의 시스템 규격에 따라 통신하는 소자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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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중 모드 전화기에 구현할 수 있다.

시스템 및/또는 커스터머 응용물(system and/or customer application)이 셀룰러 전화기 메모리<88>
에 다운로드된다. 이 명령은 종래에는 제1도의 "SEND" 또는 "RCL" 키와 같은 특정의 지정키를 눌러서 취
급하였으나, 본 발명에 따르면 통일화된 명령(즉, 규격에 독립적인 명령)을 디스플레이에 제시하고 일반
적인 응용 보조키를 눌러 명령을 기동시킴으로써 이룬다.

제2A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룰러 이동 전화기의 일반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의 예을 예시<89>
한다. 셀룰러 이동 전화기는 첨단 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 (110)을 포함한다. 키패드(111)은 전형적인 
숫자 키 0 내지 9 (도시되지 않은 응 문자는 종래의 방법으로 숫자 키에 제공됨), "*" 키, "# HELP" 
키, 및 두개의 일반적인 응용 보조키 YES 및 NO 키(112)를 포함한다. 물론, 이에 비교할 만한 의미로 서
로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키, 예를 들어 OK 및 CANCEL도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셀룰러 전화
기를 턴 온/턴 오프 하기 위하여 ON/OFF 키(118)이 또한 제공되어 있다. 시스템 및/또는 커스터머 소프트
웨어(SW) 용용물(116)이 메모리에 다운로드된다.

또한, 네개의 화살표 키, 또는 네개의 화살표를 갖는 십자 화살표 키(114)가 제공되어 디스플레<90>
이에 표시된 텍스트 또는 아이콘 및 부호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화살표 키 또는 조종키는 커
서를 측면으로 스크롤하면서 숫자 및 문자를 에디팅(edit)하는 것 외에 단일의 메뉴 라인을 수직으로 스
크롤하거나 단일의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에 표시된 복수의 메뉴 옵션 사이에서 커서를 이동시켜 메뉴, 텍
스트 및 /또는 아이콘 내에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즉, 화살표 키는 메뉴의 동일한 브랜치 내의 상
이한 옵션 사이 또는 메뉴의 브랜치들 사이에서 커서를 이동시킨다. 제3A도 및 제3B도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조종키는 네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갖는 십자 화살표 키일 수 있다. 한편, 각각 상방, 하방, 및 
양측면 방향을 지시하는 네개의 화살표 키가 사용될 수 있다. 제3C도 및 제3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
른 실시예로서 조종키가 하나는 (종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방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하방을 가리키는 2
방향 단일키일 수 있다. 제3E도 및 제3H도에 도시된 제3 실시예에서는 두개의 화살표 키가 사용되고 있는
데, 각각은 수직 방향에 하여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서로 반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 표시를 가지고 있
다.

제2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셀룰러 무선 전화기의 해당 부분의 블록도이다. 전화기는 셀룰러 전화<91>
기의 여러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CPU : 120), 미리 저장된 전화 번호 등과 같은 전화기에
서 사용되는 정보 및 전화기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122), 및 에어-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어 신호 및 트래픽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송수신기(124)를 포함한다. 셀룰러 전화기는 디스플레이
(110), 키패드(111), 스피커(126) 및 마이크로폰(128)을 또한 포함한다.

본 발명의 가능한 실시예에 따르면, 디스플레이(110)로서 높은 분해능을 갖는 4x20의 도트-매트<92>
릭스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어 있다. 분해능은 바람직하게는 50dpi 이상이어야 한다. 디스플레이 영역은 작
은 영역으로 나뉘어지지 않아 문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그래픽 화면도 발생할 수 있도록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Windows
TM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아이콘 

및 부호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한 일반적인 지식이 널리 알려져 있고 빠르
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단히 강력하다.

제3A도 및 제3B도는 본 발명에 따른 키패드(111)의 두 가지 가능한 구성을 도시한다. YES 키는 <93>
예를 들어 메뉴 옵션, 디렉토리 엔트리, 입력된 수 또는 입력된 이름과 같은 표시된 제안(proposition) 
또는 선택을 확인하는 기능, 즉 디스플레이에서 지정된 선택에 의한 다음의 연속되는 메뉴 브랜치로 들어
가는 기능을 갖는다. YES 키는 또한 인입 전화 호에 응답하거나 송출 발호를 행하는 기능, 즉 
"오프-후크" 기능을 수행한다. NO 키는 제안 또는 선택을 거부하여, 이전의 메뉴 브랜치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NO 키는 또한 진행 중인 전화 호를 종료시키는 기능, 즉 "온-후크" 기능을 수행한다. 십
자 화살표 키 또는 조종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메뉴, 텍스트 및/또는 아이콘 내에서 이동하는 기능을 갖
는다. 도면의 하단에 도시된 원형키는 전화기에 전원을 턴 온/턴 오프 하기 위한 온/오프 키이다.

제3C도 및 제3D도는 본 발명에 한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YES 키, NO 키, 온/오프 키는 제3A<94>
도 및 제3B도에 하여 설명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2-화살표 키는 
메뉴와 문자를 수직으로 스크롤하는 기능을 갖지만, 숫자와 텍스트를 측면으로 에디팅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NO 키는 표시된 스트링을 거부함으로써 숫자 또는 문자를 에디팅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NO 키를 누르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스트링을 다시 입력하도록 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입력한 디지
트/문자를 삭제하고 스트링이 비는 경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된다.

제3E도 내지 제3H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YES 키와 NO 키는 전술한 바와 <95>
같이  동작하는데,  다만  제3E도  및  제3F도에서  NO  키는  전원을  턴  온/턴  오프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로써, 한 개의 키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예를 들어 설명을 패치(fetch)하기 위한 HELP 키로 사용될 수 
있고, NO 키를 사용하여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화살표 키는 모드에 따라서 상이한 방향으로 스
크롤할 수 있다. 특히, 메뉴 모드 또는 텍스트 모드에서는, 화살표 키는 메뉴와 텍스트를 수직으로 스크
롤한다. 디지트 모드 또는 문자 모드에서는, 화살표 키는 커서롤 측면으로 스크롤하여 숫자와 문자를 에
디팅한다. 메뉴에서 선택된 옵션에 의하여 수직방향으로 스크롤할 것인지 측면 방향으로 스크롤할 것인지
가 결정된다.

여러 응용물, 시스템 및/또는 커스터머가 다운로드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갖주되는 셀룰러 이동 <96>
전화는 사용자에게 친절하고 보다 첨단의 전화기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에 
의하여,  특정  사용자  집단을  겨냥한  첨단의  고객  지향적(customized)  응용물을  소개하고 업그레이드
(upgrade)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 상이한 시스템 및 새로운 모델을 위한 셀룰러 진화기는 소프트웨어
의 개량이 된다. 전화기, 주로 셀룰러 전화기이나 예를 들어 장거리 무선 전화기 (trunked radio) 또는 
인공위성 시스템에서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전화기를 위한 균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것
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술한 관점과 이 해답에 의해서이다.

전술한 키패드 중에 어느 하나와 함께 첨단 디스플레이를 사용함으로써, 무선국(mobile stati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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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기존의 모뎀을 에뮬레이팅한 수 있고, 예를 들어 "FCN", "STO", "RCL" 등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 특정키를 키패드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 이러한 키들은 디스플레이 상에서 메뉴 옵션, 
즉 "소프트 키"의 형태로 제시되고, 그 기능은 이들이 커서에 의하여 마킹되었을 때 "YES"를 누름으로써 
기동된다.

특히, 사용자는 제2A도의 화살표 키(114)의 화살표를 사용하여 하나씩 올라가거나 내려와서 커서<98>
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을 마킹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YES" 키를 
눌러서 지정된 메뉴 항목을 선택한다. 제4도는 메뉴의 예를 도시한다. 실시예에 따르면, 메뉴는 회전 드
럼(rotating drum)처럼 동작하는데, 시작과 끝이 없이 양쪽으로 회전할 수 있다. 실시예에 의하면, 커서
로서 2개의 화살표를 사용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을 마킹한다. 커서가 디스플레이의 하단 또는 상단에 
닿게 되면, 화살표 키(114)의 화살표를 이동시켜 예를 들어 매뉴를 각각 한 단계 쉬프트 업(shift up)하
거나 쉬프트다운(shift down)한다. 또한, 커서가 디스플레이 상에 고정되어 화살표 키를 누를 때마다 메
뉴를 쉬프트 업/다운하도록 할 수도 있다.

메뉴 브랜치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화살표 키가 눌려질 때마다 텍스트를 수평 <99>
방향으로 스크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커서는 원도우 자체이고 윈도우 내에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에 따라 메뉴 옵션을 표시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100>
예를 들어 동일 브랜치에서 사용가능한 옵션과 같은 여러 옵션을 한 디스플레이의 한 행에 한 옵션씩 
(one display row per option) 표시하여 모두 동시에 표시하고, 표시된 옵션 사이에서 움직이는 커서가 
상기 옵션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택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현재의 (셀룰
러)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메뉴 옵션을 조망하기가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개별 메뉴 옵션의 현재의 액
티브 세팅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이(High)"는 메뉴 옵션 "링 신호"의 현재의 액티브 세팅 상태이다.<102>

한편, 모든 디스플레이 행을 이용하여 동시에 단지 하나의 메뉴 옵션만을 표시하고, 옵션 중에서 <103>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 수단은 옵션 사이에서 화살표 키로 메뉴를 스크롤하여 디스플레이에 있는 옵션을 
이동시킴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데, 동일한 메뉴의 브랜치들 사이에서 단계마다 이동하는 것은 표시된 텍
스트의 수평 스크롤을 이용한다. 이 경우, 각각을 표시할 때 개별 메뉴 옵션의 현재의 액티브 세팅 상태
를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셀룰러)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메뉴 옵션을 조망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다음의 표6 및 표7은 각각 전술한 표1 내지 표5에서 나타내었던 것과 동일한 두개의 통신 예를 <104>
나타내는데, 본 발명에 따른 키패드 및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표6은 NMT 및 AMPS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따라 인입 전화 호에 응답하고 전화 호를 종료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표6<105>

양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상에 전화 호에 응답하도록 프롬프팅되고, "YES" 키를 <107>
눌러 호를 수신한다. 물론, 사용자는 "NO"를 눌러 호를 거부할 수 있다. 통화 중에는 사용자는 "NO"를 눌
러, 즉 현재의 "호 진행" 상태를 종료/거부하여 전화 호를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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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발호를 행하기 위한 NMT 및 DECT 시스템을 나타낸다.<108>

표7<109>

여기에서도, YES 키는 입력된 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기능, 즉 발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물론, NO <111>
키를 사용하여 입력된 전화 번호를 거부하여, 메뉴에서 이전의 브랜치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상의 정보와 함께 YES키 및 NO 키를 사용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기 쉽<112>
고 사용하기 쉬운 휴먼 제어(human control)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옵션을 확인하여, 메뉴의 브랜치로 들
어가는 기능 및 온-후크 기능을 YES 키로 행하고, 옵션을 거부하여 메뉴의 이전 브랜치로 복귀하는 기능 
및 온-후크 기능을 NO 키로 행하는 것과 같이 모든 통신 예(all communication examp1es)를 정확히 동일
한 절차로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상기 구성에 의해서이다.

이 방법으로, 본 발명은 사용자가 동일한 상황이나 상이한 시스템 환경에 있는 경우에 이해하기 <113>
쉽고 일관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것을 취하여야 하는지를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셀룰러 
전화기에서 필요한 키의 수를 줄여 준다.

전술한 발명은 이중 모드 또는 다중 모드 셀룰러 전화기, 즉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 규격에 <114>
한 하드웨어 소자를 포함하는 전화기에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셀룰러 전화기는 여러 가지 시

스템 환경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 규격 중의 어느 하나에 한 선택 및 액세스는 사용가능한 
제어 채널을 스캐닝(scanning)하는 것과 같은 소정의 알고리즘에 따르거나 스위치를 손으로 작동시켜 행
한다. 선택된 에뮬레이션 모드와는 독립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행할 수 있다.

제5도는 이중 모드 셀룰러 전화기(50) 내의 시스템 특정 소자의 블륵도이다. 블록(52, 54)는 각<115>
각 시스템 규격 1 및 2에 한 하드웨어 소자이다. 이러한 전화기의 한 예는 규격 1의 NMT 소자 및 규격 
2의 GSM 소자를 포함한다. 블록(52, 54)의 내용은 본 개시된 내용을 입수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범위 
내에 있다. 전화기는 소정의 시간에 알고리즘(58)에 따라 스위치(56)를 기동시킴으로써 두 소자 블록(52, 
54)  사이에서  스위칭되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동  무선  터미날의  위치에  따라  시스템  규격을 
선택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절한 블록을 기동시킴으로써 예를 들어 GSM과 같은 특정 시스템 규격을 사
용하는 영역에서 예를 들어 NMT와 같은 이와는 상이한 시스템 규격을 사용하는 영역으로 이동 터미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응용물(60)은 전화기를 제어 및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이고, 이는 시스템 및/또는 커스
터머소프트웨어 응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스템 소자 블록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알고리즘(58)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116>
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가능성 중에서 두 가지에 한 설명이다.

제1 선택 알고리즘은 1991년 8월 29일 출원되어 진행 중인(co-pending) 전술한 제07/75l,763호에 <117>
특정된 방법에 따라 구현된다. 상기 출원은 북미권에서 사용될 아날로그 및 디지탈 제어 채널을 위한 제
어 채널 스캐닝 방식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출원에서는, 트래픽 채널이 동일한 IS-54 규격에 따르는 
반면, 본 발명은 둘 이상의 상이한 셀룰러 규격을 고려한다.

제2 선택 알고리즘은 셀룰러 전화기에 구현된 상이한 시스템 규격들이 지리적으로 구분된 경우에 <118>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신이 현재 있는 국가를 선택하고, 테이블 룩업(table  look 

up)에 의하여 터미날에서 정확한 시스템 소자를 선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3A도 내지 제3H도에 도시된 균일한 인터페이스 키패드는 YES 키 및 NO 키를 <119>
포함한다. YES 키는 메뉴 옵션(예를 들어, 첨단 도트-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서 커서 ">  <"에 의하여 지
정된 메뉴 옵션), 입력된 전화 번호, 입력된 문자 또는 디스플레이에 제시된 문제를 확인하고, 발호를 행
하며 전화 호에 응답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YES 키는 메뉴에서 디스플레이에 지정된 브랜치로 들어
가는 기능, 및 오프-후크 기능을 제공한다. NO 키는 메뉴 옵션, 입력된 전화 번호, 입력된 문자 또는 디
스플레이에 제시된 문제를 거부하고, 전화 호를 종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메뉴 옵션이 거부되면, 이전
의 메뉴 브랜치가 표시된다. 따라서, NO 키는 메뉴에서 이전의 브랜치로 복귀하는 기능 및 온-후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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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제3E도 및 제3F도에 도시된 다른 NO 키는 1초이상 누르고 진행 중인 호가 없는 경우에는 온
/오프 키로서의 이중 기능도 갖는다. 화살표 키는 각 브랜치의 옵션 사이에서 이동함으로써 메뉴에서 옵
션을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화살표 키로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텍스트를 수평으로 스
크롤할 수 있다.

제6A도, 제6B도, 제7A도, 제7B도, 제8A도, 제8B도, 제9A도, 및 제9B도는 본 발명에 위한 균일한 <120>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전화기에서 동일한 호 처리 절차가 구현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시된 절차는 가능
한 해석의 임의의 세트(one possible set of interpretations)이고, 본 발명에 따른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가능한 일반적인 사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인입 및 송출 호와 같은 통신 예 및 에뮬레
이팅된 시스템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다. 다른 전화기 특징 및 다른 에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것은 본 개시
된 내용을 입수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범위 내에 있다.

제6도 내지 제9도에 도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프롬프트에 하여 <121>
단지 YES 키 또는 NO 키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사용자는 (도시되지 않은) 하드웨어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시스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메뉴에서 사용자는 NMT(제6A도 및 제6B도), AMPS(제7A도 및 제7B도), GSM(제8A도 및 제8B도), 또는 다른 
시스템 에뮬레이션, 또는 시스템에 독립적인 절차(제9A도 및 제9B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제6도 내지 제9도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시간 순서로 도시되어 있다. 제6A도는 <122>
에뮬레이팅된 NMT 시스템에서 송출 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처음에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발호를 행하기 의하여, 가입자는 입력될 전화 번호를 전송하기 위한 물음 부호 
및 NMT 터미날의 SEND 키 그림(수신기 아이콘)과 함께 전화 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입력된 전화 번호는 
디스플레이에 (제6A도에서는 "012345678901"이라는 스트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그 로 표시되고, 이 
과정은 발호 과정의 사실상의 시작이다. 한편, 디스플레이는 입력된 전화 번호를 저장하는 또다른 메뉴 
옵션을  제공하는  "S"  키  그림을  또한  도시할  수  있다.  호를  개시하기를  원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상 방 전화 번호와 함께 "호"라는 단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랜드 시스템 (land 
system)이 상기 액세스를 수신하면 표시된 전화 번호는 사라지고, 디스플레이는 NO 키를 누르면 호가 종
료된다는 것을 또한 도시할 수 있는데, 이 NO 키는 이 경우에는 NMT 터미날의 SEND 키(수신기 아이콘)에 
응한다. NO 키를 누르면, 호는 끊어지고 아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제6B도는  에뮬레이팅된  NMT  시스템에서  인입  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123>
처음에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이동 터미널에 호의 인입이 감지되면, 이 호를 수신하
기 위하여 깜박이는 "호"라는 단어가 홀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거나, 또는 이 "호" 표시와 함께 NMT 터미
날의 SEND 키 그림(수신기 아이콘) 및 물음 부호가 표시된다. 상기 전화 호에 응답하고자 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호"라는 단어가 홀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거나 이와 함께 수신기 아이콘 및 
"=NO"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뒤의 표시는 NO 키를 누르면 호가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NO 
키는 이 경우에는 NMT 터미날의 SEND 키(수신기 아이콘)에 응한다. NO 키를 누르면, 호는 끊어지고 아
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제7A도는 에뮬레이팅된 AMPS 시스템에서 송출 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처음에<124>
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발호를 행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입력될 전화 번호를 전송하
기 위한 물음 부호 및 AMPS 터미날의 SEND 키 그림과 함께 전화 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입력된 전화 번호
는 디스플레이에 그 로 표시되고, 이 과정은 발호 과정의 사실상의 시작이다. 한편, 디스플레이는 입력
된 전화 번호를 저장하는 또다른 메뉴 옵션을 제공하는 "STO" 키 그림을 또한 도시할 수 있다. 번호를 개
시하기를 원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상 방 전화 번호와 함께 "호"라는 단어가 디스플레이
에 표시된다. 랜드 시스템이 상기 액세스를 수신하면 표시된 전화 번호는 사라지고, 디스플레이는 NO 키
를 누르면 호가 종료된다는 것을 또한 도시할 수 있는데, 이 NO 키는 이 경우에는 AMPS 터미날의 ON END 
키에 응한다. NO 키를 누르면, 호는 끊어지고 아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제7B도는 에뮬레이팅된 AMPS 시스템에서 인입번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처음에<125>
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이동 터미날에 호의 인입이 감지되면, 이 호를 수신하기 위하
여 깜박이는 "호"라는 단어가 홀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거나, 또는 이 "호" 표시와 함께 AMPS 터미날의 
SEND 키 그림 및 물음 부호가 표시된다. 상기 전화 호에 응답하고자 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호"라는 단어가 홀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거나 이와 함께 ON END 키 그림 및 "=NO"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뒤의 표시는 NO 키를 누르면 호가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NO 키는 이 경우에는 AMPS 
터미날의 ON END 키에 응한다. NO 키를 누르면, 호는 끊어지고 아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제8A도는  에뮬레이팅된  GSM  시스템에서  송출  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126>
처음에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발호를 행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입력될 전화 번호를 
전송하기 위한 물음 부호 및 GSM 터미날의 SEND 키 그림과 함께 전화 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입력된 전화 
번호는 디스플레이에 그 로 표시되고, 이 과정은 발호 과정의 사실상의 시작이다. 한편, 디스플레이는 
입력된 전화 번호를 저장하는 또다른 메뉴 옵션을 제공하는 "S" 키 그림을 또한 도시할 수 있다. 호를 개
시하기를 원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상 방 전화 번호와 함께 "호"라는 단어가 디스플레이
에 표시된다. 랜드 시스템이 상기 액세스를 수신하면 표시된 전화 번호는 사라지고, 디스플레이는 NO 키
를 누르면 호가 종료된다는 것을 또한 도시할 수 있는데, 이 NO 키는 이 경우에는 GSM 터미날의 턴 오프/
수신기 키에 응한다. NO 키를 누르면, 호는 끊어지고 아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제8B도는  에뮬레이팅된  GSM  시스템에서  인입  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127>
처음에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이동 터미날에 호의 인입이 감지되면, 이 호를 수신하
기 위하여 깜박이는 "호"라는 단어가 홀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거나, 또는 이 "호" 표시와 함께 GSM 터미
날의 SEND 키 그림(수신기 아이콘) 및 물음 부호가 표시된다. 상기 전화 호에 응답하고자 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호"라는 단어가 홀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거나 이와 함께 턴 오프/수신기 키 그
림 및 "=NO"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뒤의 표시는 NO 키를 누르면 호가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NO 키는 이 경우에는 GSM 터미날의 턴 오프/수신기 키에 응한다. NO 키를 누르면, 호는 끊어지고 아

33-11

1019950705096



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제9A도는 에뮬레이팅된 균일 구현 시스템에서 송출 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처<128>
음에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발호를 행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텍스트 "전화 번호 입력 
: "과 함께 전화 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입력된 전화 번호는 디스플레이에 그 로 표시된다. 호를 개시하
기를 원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상 방 전화 번호와 함께 "호"라는 단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랜드 시스템이 상기 액세스를 수신하면, 디스플레이는 텍스트 "통화" 및 입력된 전화 번호를 
도시할 수 있다. NO 키를 누르면, 번호는 끊어지고 아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제9B도는 에뮬레이팅된 균일 구현 시스템에서 인입 호를 셋업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처<129>
음에는, 아이들 표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이동 터미날에 호의 인입이 감지되면, "인입 호" 및 "응
답?" 옵션, 또는 이와 함께 호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 옵션이 도시된다. 상기 전화 호에 응답하고자 하면 
가입자는 YES 키를 누르고, 그 후 "통화"라는 단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이 때 NO 키를 누르면, 호
는 끊어지고 아이들 표시가 나타난다. 사용자가 호를 거부하고자 하면, 응답 옵션이 제시되었을 때 NO 키
를 누른다.

제10A도 내지 제10D도는 NMT 및 GSM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YES/NO 키의 다른 실시예를 <130>
도시한다. 제1lA도 및 제1lB도는 AMPS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YES/NO 키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
한다. 이러한 다른 실시예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자신이 친숙한 시스템에 관계없이 본 발명에 따른 균일
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이동 전화기의 키패드에 하여 보다 편하게 느낄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 한 전술한 설명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완전히 개시하였고, 다른 사람들<131>
은 헌재의 지식을 이에 부가하여 본 발명의 총체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응용물에 하여 
이러한 특정 실시예를 변경 및/또는 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응용 및 변경은 개시된 실시예의 균
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실제로 속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표현법은 
설명을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무선 터미날(mobile radio terminal)에 있어서,

전화 호(telephone cal1s)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브랜치(branch)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
의 메뉴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으로서, 상기 하나 이상의 브랜치는 상기 무선 터미날에 의하여 행해질 해
당 조치(corresponding action)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옵션(option)을 갖은 출력 수단;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택 수단;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 중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상기 옵션의 선택을 확인하여, 
상기 메뉴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브랜치의 연속되는 브랜치로 들어가(move forward through) 상기 확인된 
옵션에 의하여 선택된 해당 조치를 수행하고, 발호를 행하며 전화 호에 응답하기 위한 제1 수단;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 중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상기 옵션의 선택을 거부하여, 
상기 메뉴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브랜치의 이전의 브랜치로 복귀하고(move backward through), 전화 호를 
종료하기 위한 제2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조치는 연속적인 브랜치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과 터미날 기능(terminal function)을 수행하
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뉴의 브랜치들 사이에서 상기 선택 수단을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조종키(navigation key)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종키가 상기 출력 수단에서의 옵션 출력 사이에서 이동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화살표 키(arrow keys)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티미날.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커서를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브랜치의 복수의 옵션은 
상기 출력 수단에서의 하나의 스크린 상에 표시되며, 상기 표시된 브랜치의 옵션들 사이에서 상기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조종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l 수단이 YES 키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수단이 NO 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이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7 

이동 무선 터미날에 있어서,

복수의 서로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air-interface signalling standards)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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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절차들(procedures)을 에뮬레이팅(emulating)하기 위한 수단;

상기 복수의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전화 호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옵션을 각각 갖는, 복수의 메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수단;

소정의 시간에(at any given time) 출력될 수 있는 상기 복수의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
한 사용자 입력 수단;

상기 출력 메뉴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 중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택 수단;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 중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상기 옵션의 선택을 확인하여, 
상기 메뉴에 들어가고, 발호를 행하며 전화 호에 응답하기 위한 제1수단;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 중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상기 옵션의 선택을 거부하여, 
상기 메뉴에서 복귀하고, 전화 호를 종료하기 위한 제2 수단; 및

상기  메뉴에  있는  옵션들  간에  상기  선택  수단을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조종키
(navigation key)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조종키는 상기 출력 수단에서 스크롤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화살표 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9 

제7항에있어서, 상기 제1수단이 YES 키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수단이 NO 키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수단이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메뉴의 옵션들 사이에서 이동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화
살표 키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입력 수단은 상기 터미날을 턴 온/오프 하기 위한 키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키 수단은 상기 제2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청구항 12 

이중 모드 이동 무선 터미날(dua1-mode mobile radio teminal)에 있어서,

복수의 서로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규격을 구한하기 위한 복수의 하드웨어 소자 수단;

소정의 시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복수의 하드웨어 소자 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

상기 복수의 서로 상이한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에 의하여 제공되는 절차를 에뮬레이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단;

상기 복수의 에어-인터페이스 신호 규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전화 호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옵션을 각각 갖는 복수의 메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수단;

12키 영숫자 키패드, 및 상기 출력 메뉴의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에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
택 수단을 포함하고, 소정의 시간에 출력될 수 있는 상기 복수의 메뉴 중에서 상기 복수의 하드웨어 소자 
수단의 선택된 하드웨어 수단에 독립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 수단;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상기 옵션의 선택을 확인하여, 상기 
메뉴에 들어가고, 발호를 행하며 전화 호에 응답하기 위한 제1 키(first key);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옵션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상기 옵션의 선택을 거부하여 상기 
메뉴에서 복귀하고, 전화 호를 종료하기 위한 제2 키(second key)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
날.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메뉴의 옵션들 사이에서 이동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화
살표 키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입력 수단은 상기 터미날을 턴온/오프 하기 위한 키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키 수단은 상기 제2 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미날.

요약

이동 무선 터미날은 하나 이상의 메뉴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전화 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상기 무선 터미날에 의하여 행해질 해당 조치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옵션을 갖는 하나 이상의 브
랜치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메뉴를 출력하는 출력 수단, 상기 옵션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선택 
메커니즘, 상기 선택 메커니즘에 의하여 지정된 옵션의 선택을 확인하여, 상기 메뉴에서 상기 하나 이상
의 브랜치의 연속되는 브랜치로 들어가 상기 확인된 옵션에 해당하는 조치를 수행하고, 발호를 행하며 전
화 호에 응답하기 위한 제1 수단, 및 상기 선택 메커니즘에 의하여 지정된 옵션의 선택을 거부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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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브랜치의 이전의 브랜치로 복귀하고, 전화 호를 종료하기 위한 제2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조치는 연속적인 브랜치가 표시되는 것과 터미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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