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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선택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와 그 정보표시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선택 호출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제2도는 제1도 실시예중 정보 서비스 페이저(information services pager)의 평면도.

제3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기능 메뉴가 표시 정보 화면위에 깔려있는 제2도 정보 서비스 
페이저의 평면도.

제4도 및 제5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 정보 서비스 페이저의 신속 투시 방식 작동에 
대한 플로우 챠트.

제6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상기 신속 투시 상태 화면이 표시되는 제2도 정보 서비스 페
이저의 평면도.

제7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신속 투시 기능 메뉴를 포함한 신속 투시 상태 화면이 표시되
는 제2도 정보 서비스 페이저의 평면도.

제8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 정보 서비스 페이저의 사용자 선택에 의한 신속 투시 
화면 삽입 작동과 화면 플래그 세트 작동의 플로우 챠트.

제9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표시 정보의 플래그 화면을 도시하는 제2정보 서비스 페이저
의 평면도.

제10도, 제11도 및 제12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2도 정보 서비스 페이저의 화면 트리거 
세트 작동의 플로우 챠트.

제13, 14, 15도 및 16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10, 11 및 12도의 화면 트리거 세트 동작
중에 표시 정보 화면들을 나타내는 제2도 정보 서비스 페이저의 평면도들.

제17도 및 제18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선택 호출 메시지의 수신시에 제2도 
정보 서비스 페이저의 신속 투시 자동 삽입 방식 작동의 플로우 챠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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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관련 동시 계류출원에 대한 상호참조

관련 동시 계류출원은 챨스 가누체우, 딘 파울 반덴 호이벨, 크라이그 할리, 경문 및 패트릭 둠스토르후
에 의해 본원과 동시에 출원되고 본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선택적 호출 수신장치에서 사용자 
선택가능한 신속 데이터 접근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출원 변리사 서류번호 PT00317U와; 딘 피. 
반덴 호이벨, 크라이그 할리 및 챨스 가누체우에 의해 본원과 동시에 출원되고 본원의  양수인에게 양도
되었으며, “선택적 호출 수신 장치에서 데이터 구동 트리거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출원 변리사 
서류번호 PT0044U이다.

발명의 분야

본원 발명은 일반적으로 선택호출 수신장치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정보 서비스를 수신하는 선택호출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선택호출 수신장치(selective call receiver)는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무선 주파 수신 장치이다. 
통상, 선택호출 수신장치는 선택 호출 신호를 검사하여 이 수신 장치의 번지 지정 여부를 판정한다. 상기 
수신 장치에 할당된 번지가 검출되면 상기 선택호출 수신장치는 선택 호출 메시지를 복호한다. 어떤 메시
지의 수신이 사용자에게 알려지면 이후 이 메시지는 음성 메시지 또는 숫자나 영숫자 표시 메시지로 표현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액정 표시 장치(LCD)와 같은 일반적인 표시 장치에 표시될 수 있다. 선택 호출 
수신  장치는  휴대용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호출  수신  장치는  제한된  크기의  LCD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대부부의 선택호출 수신 장치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user input controls)을 위한 
제한된 공간을 갖는다.

최근에, 선택호출 수신 장치의 사용자들을 소형의 휴대형 수신 장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정보 서비
스 같은 부가적인 특성을 요구한다.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란 뉴스 서비스(UPI), 재정 서비스
(다우 존스 주식 보고서), 또는 스포츠 서비스와 같은 정기적으로 갱신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러한 정보 서비스 선택 호출 시스템 한가지가 미국 특허 제4,845,491호에 개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몇가지 정보 서비스에 가입해서 많은 화제(topics)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각 화제는 
몇개의 화면(screens 즉, 일시에 상기 LCD에 표시될 수 있는 정보)으로 구성된다. 한 화면의 정보를 보기 
위하여 사용자는 제한된 갯수의 사용자 입력 컨트롤들을 조작하여 상기 화면에 도달한다. 이러한 조작은 
수많은 사용자 컨트롤들의 동작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정보는 갱신 정보를 포함하는 선택 호출 메시지
에 의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한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사용자가 경보를 받지 않으면 사용자는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의 변화를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만일 사용자가 갱신 정보를 받기로 선택하고 그 경보가 
동작될때 사용자의 신변에 상기 수신 장치가 없거나 상기 경보가 꺼져버리거나 해서 상기 경보를 놓치면, 
사용자는 정보 갱신이 일어난 것을 알 길이 없다.

또한, 갱신 정보에 대한 접근은 어떤 화면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동일한 곤란을 야기한다. 사용자가 화면
의 갱신 정보를 보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사용자 입력 컨트롤들을 연속적으로 조작하여 원하는 화면들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선택된 정보 갱신을 알리고 사용자가 갱신 정보의 화면이나 화면들에 신속히 접근 가
능하게 하는 장치와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개요

본원 발명의 상기 목적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공되는 한가지 형태의 선택호출 수신장치는 갱신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장치 수단,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 표시 수단, 및 상기 정보 화면의 일부와 연관된 트리거 
경계들을 프로그램하는 사용자 선택가능한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선택 호출 수단은 상기 트리거 경계들
밖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갱신 정보에 수신에 응답하여 경보를 제공하는 경보 수단과, 상기 갱신 
정보가 상기 트리거 경계들 밖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갱신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정보 화면에 화
면 목록을 부가하는 신속 투시 수단을 포함한다. 이 사용자 선택 가능한 수단은 정보 화면이 상기 화면 
목록상에 있으면 이 정보 화면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 접근을 허용한다.

본원 발명의 다른 형태는 선택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를 제공한다. 이 선택호출 수신
장치는 갱신 메시지를 포함하는 선택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 다수의 화면들을 기억하는 메모
리 수단, 사용자 키들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복수의 사용자 키들로부터 입력 신호들을 수신하는 사용
자 입력 수단, 및 상기 복수의 화면들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포함한다. 제1제어 수단은 상
기 메모리 수단과 상기 표시 수단에 결합되어, 상기 복수의 화면들중 사용자 선택 화면들을 포함하는 화
면 목록을 유지하고, 상기 복수 화면들중 한 화면이 상기 화면 목록상에 있는 경우 사용자 키들의 최소 
사용자 동작에 의해 상기 복수 화면들중 상기 한 화면을 사용자가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상기 복수의 화
면들을 유지하는 제2제어 수단은 상기 사용자 입력 수단에 결합되고 상기 사용자 키들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화면들중 하나를 플래그하는 플래그 수단, 상기 갱신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
의 화면들을 갱신하는 갱신 수단, 갱신 메시지가 상기 복수의 화면들중 플래그된 화면을 갱신하는지 여부
를 판정하는 제1판정 수단, 그리고 상기 제1판정 수단에 의해 상기 복수 화면들중 갱신 화면이 상기 복수 
화면들중 플래그 화면이라고 판정된 경우 상기 제1제어 수단에 결합되어 이 제1제어 수단과 교신하여 상
기 복수 화면들중 갱신 화면을 상기 화면 목록에 부가하는 교신 수단을 포함한다.

제1도를 참고하면,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선택 호출 시스템은 두가지 형태의 신호, 즉 정보 
서비스 신호와 개인 메시지 신호를 전송한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대로, 개인 선택 호출 메시지의 발신자
는 전화 입력(10)을 거쳐 호출 단말(12)에 메시지 정보를 입력시킨다. 호출 단말(12)은 이 메시지 정보를 
선택 호출 신호로 부호화하는 엔코더(14)와, 안테나(18)를 통해 상기 선택 호출 신호들을 전송하는 송신
기(16)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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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스포츠, 뉴스 등의 정보를 컴파일해서 이 정보를 데이터 센서(22)로 보내는 정보 서비스(20)로부터 
정보 서비스 신호들이 나온다. 이 데이터 센서(22)는 정보 서비스가 제공한 정보를 적절한 메시지로 컴파
일하고,  이  메시지는  호출  단말(12')에  제공되어  이  호출  단말(12')로  부터  선택  호출  신호로서 
전송된다. 마찬가지로 호출 단말(12')은 엔코더(14'), 송신기(16') 및 안테나(18')를 포함한다.

그래서,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선택 호출 시스템은 수신 장치(30)가 수신할 개인 메시지 선
택 호출 메시지와 정보 서비스 선택 호출 메시지를 포함하는 신호들을 방송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신 장치(30)는 안테나(32)에서 상기 선택 호출 신호들을 수신하고, 안테나(32)는 수신된 무선 주파 신
호들에 응답하여 전기 신호들을 발생해서 이 신호들을 복조용 수신 장치 회로(34)로 보낸다. 이 복조 신
호가 마이크로프로세서(36)에 제공되어 거기서 처리된다. 이 마이크로프로세서(36)는 경보 장치(38), 사
용자 입력 컨트롤(40) 및 상기 선택 호출 수신 장치(30)의 사용자와 인터페이스하는 표시 장치(42)에 결
합된다. 부가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36)는 그 안에 정보를 저장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외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44)에 결합된다.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외부 RAM(44)은 
개인 메시지를 저장하는 부분(46)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부분(48)이 지정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
스는 그 안에 저장된 정보 서비스 데이터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기 외부 
RAM(48)의 일부에 저장되어 있다.

선택 호출 신호가 수신되고 수신 장치 회로(34)에 의해 복조된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36)의 번지 검출 
블록(50)은 상기 선택 호출 신호를 검사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할당된 번지가 상기 신호내에 있는
지를 판정한다. 상기 선택호출 수신장치(30)에 할당된 번지가 번지 검출 블록(50)에 의해 검출되면, 컨트
롤러(52)에 신호가 보내어져 상기 수신되고 복조된 선택 호출 신호를 복호하는 디코더 블록(54)을 개시한
다. 이 복호된 신호는 디코더 블록(54)에서 컨트롤러(52)로 보내어져 거기서 처리된다. 이 컨트롤러(52)
는 상기 복호된 선택 호출 메시지를 외부 RAM(44)의 부분(46,48)에 저장한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52)
는 경보 장치(38)에 신호를 보내어 선택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사용자가 사용
자 입력 컨트롤(40)을 조작할 때, 상기 컨트롤러(52)는 표시 장치(42)위에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발생하도록 상기 복호된 선택 호출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드라이버(56)에 제공한다. 클록(58)이 컨트롤러
(52)에 결합되어 있어 컨트롤러(52)와 마이크로프로세서(36)의 적절한 작동을 허용하는 통상의 클록 기능
을 제공한다.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선택호출 수신장치(30)는 3가지 방식, 즉 개인 메시지 방식
(personal message mode), 데이터베이스 방식(database mode) 및 신속 투시 방식(quick view mode)으로 
사용자 조작이 가능하다. 개인 메시지 방식으로 작동할때, 선택호출 수신장치는 통상의 페이저(pager : 
무선 호출기)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 페이저에 의해 사용자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40)을 조작하여, 상기 
RAM(44)의 개인 메시지 부분(46)에 저장된 다양한 개인 메시지들을 선택하여 읽는다. 데이터베이스 작동
중에 사용자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40)을 조작하여, RAM(44)의 데이터베이스 부분(48)에 저장된 데이터베
이스의 다양한 화면들을 선택하여 읽는다.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신속 투시 방식(quick view mode)이란 신속 투시 컨트롤러(60)의 제
어에 의해 선택 화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 접근을 허용하는 작동 방식이다. 이 신속 투시 컨트롤러(60)
는 컨트롤러(52)에 결합되어 있어, 사용자가 선택호출 수신장치(30)를 상기 신속 투시 작동 방식으로 전
환한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36)의 작동을 제어한다.  이 신속 투시 작동 방식은 자동 신속 투시 방식
(automatic quick view mode)과 수동 신속 투시 방식(manual quick view mode)을 포함하는데, 자동 신속 
투시 방식에서 신속 투시 컨트롤러(60)는 데이터베이스(48)로부터 사용자 선택 화면들을 자동으로 검색하
고 이 화면들을 순차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66)에 제공하여 표시 장치(42)상에 표시하고, 수동 신속 투
시 방식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스크린으로 이동할 필요없이 선택 화면들이 사용자 선택 가능
하게 상기 메모리(48)로부터 검색되어 표시된다. 클록(58)이 신속 투시 컨트롤러(60)에 결합되어, 사용자 
선택 화면들 각각이 표시 장치(42)에 표시되는 시간양을 제어한다.

제2도를 참조하면, 제1도 다기능 선택 호출 수신 장치(30)의 양호한 실시예가 도시된다. 사용자 입력 컨
트롤(40)(제1도)은 복수의 사용자 작동 키들(40a 내지 40g)을 포함한다. 경보 장치(38)는 발광 다이오드
(LED)와 같은 시각 지시기이다. 가청 신호 표시기가 수신 장치(30)의 하우징 내측에 장착되어 상기 LED와 
관련하여 작동하므로써 사용자에게 경보를 알릴 수도 있다.

제2도의 표시 장치(42)상에는, 날짜 정보, 시간 정보 및 재정상의 주식 정보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데이터
베이스 화면이 도시된다. 제3도를 보면, 기능 키(40b)의 동작시에, 4라인 표시 장치(42)의 맨아래 라인위
에는 복수의 아이콘(icon)들을 나타내는 기능 메뉴(70)가 쓰여있고, 각 아이콘은 특정 기능을 식별하는 
것이다.  좌/우  커서  키(40e,40f)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기능  메뉴(70)의  다양한  기능  사이를 스크롤
(scroll)하여 하나의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한 아이콘 즉 사람 아이콘(70a)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기능 키(40b)를 눌러 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본원 발명에 따라서, 사용자는 사람 아이콘(70a)을 선택하
여 신속 투시 방식 작동을 위해 상기 표시 화면을 상기 화면 목록에 삽입한다.

제4도를 참조하면, 신속 투시 컨트롤러(60)의 작동이 신속 투시 루틴(100)으로 도시되어 있다. 처음에 블
록(102)에서 상기 신속 투시 방식에 할당된 어떤 엔트리들(화면들)이 있는지가 판정된다. 루틴(100)에서 
신속 투시 방식이 선택된때 신속 투시 작동을 위한 화면이 전혀 없는 경우(102) 제1도의 신속 투시 컨트
롤러(60)는 개인 메시지 상태 화면의 표시를 위해(103) 컨트롤러(52)로 작동을 되돌려 보내고 사용자는 
근원 발명에 필수적이 아닌 작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블록(102)에서 신속 투시 엔트리들이 있으면, 제6도에 도시한 대로 상기 신속 투시 방식은 신속 투시 상
태 화면의 표시를 유발한다(104). 신속 투시 상태 화면(제6도)은 시간 정보(200), 날짜 정보(202) 및 서
비스 제공자에 의해 지명되는 신속 투시 방식(204)의 활성화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또한, 선택
된 화면 아이콘(206a, 206b, 206c)은 신속 투시 작동중에 3개 화면들의 표시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미리 
선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플래그형 화면 아이콘(206d)은 본원 발명에 따라 신속 투시 표시를 위해 4개 
화면이 자동으로 삽입되었음을 나타낸다.

아이콘(206a)의 조명은 맨좌측 아이콘(206a)이 현재 활성 아이콘임을 나타낸다. 본원 발명에 따라, 제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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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블록(106)에서 다운 커서 키(40d) 또는 판독키(40a)를 사용자 입력으로서 활성화하면 상기 선택된 신
속 투시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표시될 것이고, 이 화면은 처음에 현재 아이콘(206a)으로 지시된 화면이다
(제6도). 현재 활성 아이콘을 조정하기 위해(109), 사용자는 화면 지시 아이콘(206a,206b,206c 및 206d) 
사이에서 각각 좌, 우측으로 이동하기 위해 좌측 커서 키(40e) 또는 우측 커서 키(40f)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처음 선택된 신속 투시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표시되면(108), 제1도의 컨트롤러(60)에서 타이머가 세
트되고(110) 클록(58)을 이용하여 교신하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56)로 상기 선택 화면이 표시되는 시간
이 예약된다. 이 소정 시간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동 신속 투시 작동에서, 상기 
타이머가 종료하면(112), 상기 표시 장치는 신속 투시 상태 표시(제6도)로 전환하고(104) 다음의 신속 투
시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사용자 선택(106)을  기다린다.  자동  신속  투시  작동에서,  타이머가 종료하면
(112), 신속 투시 컨트롤러(60)(제1도)는 메모리(44)의 데이터베이스부분(48)으로부터 상기 화면을 검색
하고 이 화면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56)(제1도)에 제공함으로써 상기 다음 신속 투시 데이터베이스 화면
을 자동으로 선택한다(114). 이 디스플레이드라이버(56)에 의해 상기 선택된 신속 투시 화면이 표시된다
(108).

수동 작동이건 자동 작동이건, 타임아웃이 일어나지 않으면(112), 사용자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40)상의 
어떤 키 누름(116)에 의한 타이머 제어를 무시할 수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타이머로 세트된(110) 소정 
시간동안 신속 투시 화면들중 하나를 보고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화면의 선택(118)을 지시하
는 키의 동작과 같은 적절한 키 누름(116)으로 인하여 타이머로 세트된(110) 소정 시간의 타임아웃(112)
보다 더 일찍 동작이 다음 화면의 검색(114)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키가 눌러지면 상기 신
속 투시 데이터베이스 화면 방식을 벗어나 작동을 하여 상기 신속 투시 상태 화면의 표시(104)로 동작을 
복귀시킨다.

상기 상태 화면 표시(104)에서, 제5도에서 사용자 입력(106)은 신속 투시 기능 메뉴를 요구할 수 있다
(120). 메뉴 요구(120)는 기능 메뉴의 표시를 유발하는 기능 키(40b)의 동작에 의해 수행된다(제6도). 제
7도에서는 신속 투시 상태 화면 기능 메뉴(208)가 도시되어 있다. 이 기능 메뉴(208)는 다양한 신속 투시 
기능들을 선택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복수의 아이콘들로 되어 있다. 다시 제5도를 참조하면, 이 기능 메
뉴가 표시된 경우(122), 신속 투시 컨트롤러(60)(제1도)가 좌우측 커서 키들(40e,40f)로부터 입력을 찾는
다. 제7도에서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커서 키들은 기능 메뉴(208)를 이동하는데 사
용된다(126). 예컨대, 사용자가 제7도의 조명 아이콘(208a)으로 표시된 삭제 기능을 선택하면(126), 조명 
지시자 아이콘(206a)으로 지시된 신속 투시 엔트리(화면)가 신속 투시 화면들 목록에서 제거되고(128), 
작동은 다시 신속 투시 루틴(100)의 시작으로 복귀한다. 다른 기능이 선택되면(126), 선택된 메뉴 아이콘
으로 지시된 동작이 실행되고(130), 작동이 신속 투시 루틴(100)의 시작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계속하여 통보받기 위해서 본원 발명에 따라 작동되는 선택 호출 수신 장
치에 의해 사용자는 소정의 신속 투시 화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원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예에 따라 신속 투시 작동을 위해 20가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다기능 선택 호출 
수신 장치(30)와 대화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 수신 장치를 자동 신속 투시 방식 작동으로 전환하여 
두면 신속 투시 컨트롤러(60)는 사용자에게 관심있는 소정 화면들을 표시하게 한다. 이 화면들은 겹친 상
태에서 순차로 나타나게 되어, 사용자가 제4도의 적절한 키누름(116)을 하여 신속 투시 작동에서 빠져나
올 때까지 각 화면들이 표시된다.

제5도의 블록(126,128)에서, 신속 투시 작동에서 화면들을 제거하는 것이 설명되었다. 제8도를 참조하면, 
수동 삽입 처리 작동의 플로우 챠트는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신속 투시 작동을 위해 사용자 선택되는 방식
을 나타낸다. 처음에, 제2도의 선택 호출 수신 장치(30)의 작동은 데이터베이스 작동 방식이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상태 표시가 활성화되어 있다(300). 데이터베이스 상태 표시는 제6도에 도시한 신속 투시 
상태 표시와 유사하고, 여기서 지시자 아이콘(206)은 활성화 데이터베이스 갯수이고, 서비스 제공자에 의
해 지명된 메시지는 작동이 이 데이터베이스 방식임을 지시한다.

사용자 입력(302)이 후속 동작을 허용한다. 예컨대, 사용자가 기능키(40b)를 누르면(제7도), 제7도의 메
뉴(208)로 도시한 것과 유사한 기능 메뉴가 제시된다(304). 업(up) 커서 키(40c) 또는 사이드(side) 커서 
키(40g)를 동작시키면 제1도의 컨트롤러(52)는 신속 투시 작동(100)을 위해 수신 장치(30)의 작동 제어를 
컨트롤러(60)로 패스한다. 각각 좌, 우 이동 키(40e,40f)를 동작시키면,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지시가
(206)를 통해 커서를 좌, 우측으로 이동시켜 신속 투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상태 표시(300)로부터 다운 커서 키(40d) 또는 탈출 키(40a)를 활성화시키면 사용자는 소망
의 데이터베이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306). 소망의 화면이 표시될 때까지 사용자 정독을 위해 현재 
화면이 표시된다(308). 그때 제7도의 기능 키(40b)가 작동되면(310) 제3도에서 도시한 대로 데이터베이스 
기능 메뉴가 표시된다. 또는 사용자가 원치않는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선택해서 그것이 표시되면(308), 사
용자는 사이드 키(40g)를 동작시켜(310) 데이터베이스 상태 화면을 표시하는 작동(300)으로 복귀한다. 사
이드 키나 또는 기능 키(40g 또는 40b)가 아닌 다른 어떤 키를 누르면(310), 데이터베이스 작동으로 복귀
하여 상이한 데이터베이스 화면으로 이동하는 데이터베이스 작동(306)으로 복귀한다.

데이터베이스 기능 메뉴가 표시되는 동안(312), 사용자는 좌우 커서 키들(40e,40f)의 조작에 의해 표시된 
어떤 아이콘들을 선택하고, 적절한 아이콘이 조명될때 기능 키(40b)를 동작시킨다. 제3도의 신속 투시 아
이콘(70a)이 선택되면(314), 현재 표시된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신속 투시 엔트리가 생성되고(316), 작동
이 복귀되어 기능 메뉴없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표시한다(308). 제3도의 신속 투시 아이콘(70a)이 
선택되지 않으면(314), 제3도의 플래그 아이콘(70b)이 선택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처리를 한다(318).

플래그 아이콘(70b)이 선택되면, 현재 표시된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 따라 
자동 신속 투시 엔트리(즉, 갱신된 경우 신속 투시 화면 목록으로의 자동 엔트리)를 위해 플래그(flag)된
다. 제3도의 다른 기능 아이콘(70)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다른 메뉴 기능들이 수행된다(318). 메뉴 기능
을 수행한 후에(318), 작동이 복귀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표시한다(308).

제9도를 참고하면, 자동 신속 투시 엔트리를 위해 상기 소망의 데이터베이스를 플래그하면 그 표시 장치
가 변경되어 플래그 아이콘이 번갈아 표시되어 표시 장치(42)의 상부 우측 모서리에 있는 문자가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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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지시한다.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신속 투시로 수동 삽입하는 것이 제8도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신속 투시로 자동 삽입하려면, 사용자가 전술한 
대로 특정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플래그하거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 필드를 
트리거(trigger)하면 된다. 수신된 데이터베이스 메시지를 통해 플래그 화면이나 트리거 화면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고 이 갱신에 의해 상기 트리거 필드가 선택된 경계 밖에 있는 경우, 상기 화면은 신속 투시 작
동을 위한 화면으로서 자동으로 삽입된다.

제10, 11 및 제12도를 참조하면,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선택 호출 수신 장치의 화면 트리거 
세트 작동의 플로우 챠트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망의 화면으로 이동할때(350) 시작한다. 현
재 화면이 표시되고(352), 제2도의 사용자 컨트롤(40a,40b,40c,40d,40e,40f 또는 40g)중 하나를 거쳐 공
정은 사용자 입력을 기다린다. 사용자 입력으로서 사이드 키(40g)를 동작시키면(354), 공정은 전술한 바
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상태 표시 화면으로 복귀한다(356). 기능 키(40b)를 작동시키면 표시 장치(42)의 
네번째 라인에 제3도의 데이터베이스 기능 메뉴(70)가 표시된다(358). 사용자 입력에 대해 다른 어떤 키
를 작동시켜(354)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350).

데이터베이스 기능 메뉴(70)가 표시되는 동안 사용자 입력(360)을 통해 사용자는 기능 메뉴(70)가 제공하
는 기능들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좌우 커서 이동 키(40e,40f)를 각각 작동시키므로써 사용자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커서가 한 기능 아이콘에서 다른 기능 아이콘으로 이동하면, 아이콘의 기능이 다시 
조명되어 선택이 용이하게 한다. 탈출 키(40a)나 사이드 키(40g)를 동작시켜 사용자가 상기 기능 방식에
서 벗어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4개 라인들이 표시된다.

사용자 입력(360)에서 기능 키(40b)를 작동시키면, 사용자가 상기 조명 아이콘을 선택한다. 선택된 아이
콘이 데이터 첵크 아이콘(70c)이 아니거나(362) 플래그 아이콘(70d)이 아니면(363), 다른 기능 아이콘이 
선택된 것이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표시(352)로 복귀하기 전에 공정은 다른 메뉴 기능들을 실행한
다(364). 플래그 아이콘(70d)이 선택되면(363), 제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래그 화면의 표시로 복귀하
기 전에 상기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플래그된다(365).

데이터 첵크 아이콘(70c)이 선택되면(362), 현재 라인의 값이 처음에 표시 장치의 맨위 라인에 세트된다. 
제13도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정보를 트리거하기 위한 현재 라인(400)을 선택한다(박스로 도시됨).

상기 선택된 라인이나 상기 현재 라인은 사용자 선택을 위한 소망의 필드를 내포한다. 다시 제11도를 참
조하면, 상기 현재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표시되고 상기 현재 라인이 조명된다(368). 제13도에서, 예컨대 
라인(400)과  같은  표시  장치의  두번째  라인은  현재  라인이고,  그러므로  조명된다.  커서  이동 키들
(40c,40d)중 하나를 사용자가 입력하여(370), 사용자가 현재 라인을 조정하게 되고(372), 이 데이터베이
스 화면이 다시 표시되고 이 조정된 현재 라인이 조명된다(368). 탈출 키 또는 사이드 키(40a,40g)를 작
동시켜 사용자가 트리거 세트 루틴에서 벗어나, 조명된 현재 라인이 없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표시
로 복귀한다(352).

트리거할 적절한 라인을 선택한 후, 사용자는 기능 키(40b)를 동작시켜(370), 우선 이 라인상의 처음 숫
자 필드를 활성 필드로 선택한다(374). 현재 라인만이 조명된 활성 필드로 표시된다(376). 사용자 입력
(378)으로서 커서 키(40d,40e)를 동작시키므로써 사용자는 소망의 활성 필드를 조정하거나 선택하게 된다
(380). 활성 필드가 조정됨에 따라(380), 현재 라인이 조명된 선택 활성 필드로써 표시된다(376). 이때 
탈출 키(40a) 또는 사이드 키(40g)를 동작시켜 사용자는 트리거 세트 작동에서 벗어나 현재 화면의 표시
(352)로 복귀한다.

본원 발명에 따라서, 사용자가 소망의 필드를 선택하고(380) 그 필드가 표시 장치상에 조명된 후(376), 
사용자는 기능 키(40b)를 동작시켜 현재 라인을 표시함과 동시에 주변 윈도우 값을 가산하고(382), 우선 
상부 윈도우 값의 처음 문자에 상기 활성 문자를 세트시킨다(384). 제14도를 참조하면, 표시 장치(42)는 
DJIA 3306.18(410)이라는 정보의 현재 라인을 나타낸다. 이 현재 라인은 상부 윈도우 값(412)과 하부 윈
도우 값(414)으로 둘러싸인다. 상부 윈도우 값(412)의 처음 문자(416)가 상기 처음 활성 문자로서 조명된
다(386)(제12도).

커서 이동 키(40b,40d,40e 또는 40f)중 하나의 동작을 포함해서 사용자 입력(388)이 수신되면, 활성 문자 
위치 또는 값의 조정이 수행된다(390). 커서 키 동작이 좌 또는 우 키(40e,40f)의 동작을 포함하면, 활성 
문자 위치가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된다(392). 업 또는 다운 커서 키(30c,40d)가 동작되면(390), 활성 문
자의 값은 위나 아래의 적절한 방향으로 조정된다(394). 활성 문자 위치를 조정하거나(392) 활성 문자 값
을 조정한 후(394), 공정이 현재 라인과 주위 윈도우 값의 표시(384)로 복귀하고 활성 문자를 조정한 대
로 조명한다(386). 제15도에 도시한 대로, 사용자가 모든 활성 문자 값의 조정(394)을 완료한 경우, 기능 
키(40b)를 사용자 입력(388)으로서 동작시켜 현재 데이터베이스 화면에 대한 활성 데이터 첵크를 세트한
다(396). 공정은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표시(352)로 복귀하고 첵크 마크 아이콘(425)(제16도)이 번갈아 표
시 장치(42)의 우상 모서리에 표시되며 원래 문자가 이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데이터 첵크 트리거 값을 동작시켜 사용하는 주식시장 시세나 야구 점수와 같은 가변 값의 정상 활동이나 
예측가능한 활동을 일괄하게 된다. 활성 데이터 첵크 화면에 대한 갱신이 수신되어 활성 숫자 필드 값이 
상기 상부 윈도우 값보다 커지거나 상기 하부 윈도우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 사용자는 경보를 받고 화면
이  자동으로  신속  투시  작동으로  삽입된다.  그래서,  주식의  이동이  사용자에게  관심있는  범위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경보 발생으로 인지하게 되어, 적절한 화면의 선택을 위해 사용자 컨트롤을 지루하게 
조작할 필요없이 신속 투시 방식으로 상기 주식 시세를 볼 수 있게 된다. 본원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영숫자 데이터와 같은 비숫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필드를 트리거할 수 있다. 갱신이 저장된 
트리거와 대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경보를 받는다.

제17도와 제18도는 본원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1도의 컨트롤러(52)의 자동 신속 투시 엔트리 작
동을 도시한다. 공정을 시작(450)한 후, 컨트롤러(52)는 데이터베이스 갱신 메시지의 수신(452)을 대기한
다. 데이터베이스 블록이 수신된 경우(452), 이 블록 신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블록이 검사
된다(454). 사용자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한 뒤, 이 데이터베이스 블록들이 도달하면, 이 데이터
베이스 블록들은 번지와 연관되어 당업자에게 공지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다. 이 번지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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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수신 장치에 대한 활성 번지가 아니면(454)(즉, 블록 신원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블
록은 거부당하고(455), 공정은 복귀되어 다음 데이터베이스 블록의 수신(452)을 대기한다.

데이터베이스 신원이 허용가능한 경우(454), 컨트롤러(52)는 RAM(제1도)의 데이터베이스 부분(48)을 조사
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터베이스 블록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메모리(46)에 있는지를 판정한다(456). 
데이터베이스 블록이 RAM(44)에 없으면(456), 상기 수신된 데이터베이스 블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블록
이 생성된다(458). 데이터베이스 블록이 메모리에 존재하면(456), 램(44)에 현재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블
록의 장소가 알려지고(460), 상기 수신된 새로운 데이터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베이스 블록 정보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RAM(44)에 저장된다(462).

본원 발명에 따라서, 상기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462) 화면은 이 화면이 사용자에 의해 플래그 
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검사받는다(464). 갱신이 수신된때 화면이 플래그된 경우(464), 상기 플래그 
화면에 대한 엔트리가 이미 신속 투시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기 신속 투시 화면들이 검
사된다(466). 상기 플래그 화면이 신속 투시에 이미 삽입되어 있는 경우(466), 상기 신속 투시 화면의 이
전 엔트리(old  entry)가 갱신되고(468),  이 신속 투시 정지 화면에 대한 아이콘(206)(제6도)이 미판독
(unread) 작동에 대해 세트되고(470), 경보가 발생된다(472). 이 경보에 의해 사용자는 신속 투시 화면에 
갱신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고, 이 경보는 개인 메시지의 통상적인 경보 수신이 아닌 상이한 경보일 수 있
다. 이 경보가 발생(472)된 후, 수신 정보의 컨트롤러(52)(제1도)에 처리 공정은 복귀하여 다음 데이터베
이스 블록의 수신(452)을 대기한다.

화면이 플래그 되었으나(464) 그 화면에 대해 신속 투시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466), 신속 투시에
서 화면들 수가 검사되어(474) 새로운 신속 투시 화면을 추가할 공간이 있나를 판정한다. 공간이 없으면
(474), 이 플래그 화면은 신속 투시내로의 엔트리 거부를 받지만(4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플래
그 화면의 갱신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경보를 받는다(472).

다른 화면의 추가를 위한 공간이 신속 투시에 있는 경우(474), 플래그 아이콘(206d)(제6도)이 신속 투시 
상태 화면위에 표시되어, 본원 발명에 따라 화면의 자동 엔트리 삽입이 일어났음을 지시한다(478). 이 갱
신된 화면이 신속 투시에 대한 새로운 엔트리로서 추가되고(480), 사용자 경보가 발생된다(472). 그리고 
나서 공정은 다음 데이터베이스 블록의 수신(452) 대기로 복귀한다.

본원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라, 갱신되는 화면이 플래그되지 않으나(464), 그 화면에 대해 데이터 첵크 
트리거가 활성화된 경우(482), 상기 선택된 데이터 필드의 갱신된 값이 상기 저장된 데이터 첵크 한계와 
비교되어(484) 상기 갱신된 값들이 상기 데이터 첵크 한계로 설정된 범위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판정
한다(486). 상기 갱신된 값이 상기 저장된 한계 범위 내에 있으면(486), 그 값의 증가나 감소는 사용자에
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경보가 발생되지 않고 그 화면이 신속 투시에 저장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은 수신된 다음 데이터 블록의 수신(452) 대기로 복귀한다.

한편, 상기 갱신된 값이 데이터 첵크 한계 밖에 있으면(486), 공정은 계속 진행하여, 플래그 화면 갱신이 
신속 투시에 삽입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기 화면을 신속 투시에 삽입한다. 상기 트리거된 화면이 
이미 신속 투시에 있으면(466), 이전 엔트리가 갱신되고(468), 미판독(unread) 작동에 대한 아이콘이 세
트되고(470), 경보가 발생된 후(472) 공정이 복귀하여 다음 데이터베이스 블록의 수신(452)을 대기한다. 
상기 트리거된 화면이 신속 투시에 없고(466) 여유 공간이 남는 경우(474), 상기 플래그된 아이콘은 신속 
투시로의 자동 화면 엔트리를 지시(478)하는데 쓰이고 새로운 신속 투시 엔트리가 상기 갱신된 화면에 대
해 생성된다(480). 마지막으로, 상기 갱신된 값이 상기 데이터 첵크 한계를 초과하고(486) 상기 갱신된 
트리거 화면에 대해 아무런 신속 투시 화면도 존재하지 않고(466) 추가 화면에 대한 여유 공간이 신속 투
시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474), 상기 트리거된 화면듸 신속 투시로의 엔트리는 거부된다(476). 그러나 사
용자는  경보  발생으로  인지한  후(472)  공정은  다음  상기  데이터베이스  블록  수신(452)의  대기로 
복귀한다.

지금까지 이해한 바대로, 정보의 선택된 갱신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갱신된 정보 화면이나 화면
들에 신속 접근하게 하는 방법과 장치가 제공되었다. 한가지 계획된 작동 방식에서, 사용자는 다양한 트
리거와 플래그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 호출 수신 장치를 자기 데스크상의 충전기에 넣고 이 선택 호출 수
신 장치를 신속 투시 작동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용자에게 중요한 어떤 정보가 수신되면, 사용자는 경보
를 받고 신속 투시 화면에 표시된 대로 상기 정보를 자동으로 보게 된다. 주식 시세가 본원 발명의 트리
거 특성에 꼭 맞다. 부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중요한 뉴스 거리는 본원 발명에 따른  플래그 특성에 꼭 맞
다. 그래서, 주식 시세가 사용자가 설정한 소정 한계 밖에 있거나 뉴스거리가 다른 정보로 갱신된 경우 
사용자는 경보를 받고 갱신된 정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정보화면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메
시지를 수신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에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a) 갱신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정보
를 포함하는 선택호출 베이스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고 
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내에 상기 갱신정보의 저장장소를 지정하는 상기 선택호출 메시지의 수신단계, 
(c)상기 갱신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갱신하는 단계, (d) 상기 지정된 데이
터베이스의 갱신된 부분을 포함하는 정보화면이 사용자의 특별관심 사항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이미 플래그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e) 상기 화면이 플래그된 경우 사용자의 특별관심 사항
인 화면들 목록에 상기 화면을 추가하는 단계, 및 (f) 상기 단계(e)의 다음에, 신속 투시 작동방식을 사
용자가 동작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화면이 플래그된 경우 상기 갱신된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화면을 포함
하는 상기 화면들 목록은 사용자 키들의 최소회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사용자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
리고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한 상기 사용자 동작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메시지를 수신
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에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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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화면들 각각이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구비하고, 상기 단계(c)는 상기 적어
도 하나의 필드중 하나의 필드를 갱신하는 단계(g)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d)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필드
중 상기 갱신된 하나의 필드를 트리거 정보로써 사용자 선택가능하게 트리거 되었고 상기 갱신정보가 상
기 트리거 정보에 의해 정의된 범위밖에 있는 숫자정보로 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h)를 포함하고, 
상기 단계(e)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필드중 상기 갱신된 하나의 필드가 트리거 정보로써 사용자 선택가능
하게 트리거 되었고 상기 갱신정보가 상기 트리거 정보에 의해 정의된 범위 밖에 있는 정보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화면을 화면들 목록에 추가하는 단계(i)를 포함하는 상기 정보표시 방법.

청구항 3 

선택호출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로서, 갱신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선택호출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수신수단,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복수의 정보화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수단, 복수의 사용자 키
들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그 사용자 키들로부터 입력신호들을 수신하는 사용자 입력수단, 사용자에게 
상기 복수의 화면들을 표시하는 표시수단, 상기 메모리 수단과 상기 표시수단에 접속되어 있어 상기 복수
의 화면들중 사용자 선택 화면들을 포함하는 화면들 목록을 유지하는 제1컨트롤 수단으로서, 선택된 화면
이 상기 화면들 목록에 있는 경우 상기 사용자 키들의 최소회수 사용자 동작들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화면이 상기 표시수단에 제공되어 표시되고, 상기 선택된 화면이 상기 화면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기 선택된 화면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이동한 후 상기 선택된 화면이 상기 표시수
단에 제공되는 상기 제1컨트롤 수단, 및 상기 복수의 화면들을 유지하는 제2컨트롤 수단을 구비하고, 상
기 제2컨트롤 수단은, 상기 사용자 입력수단에 접속되어 있어 상기 사용자 키들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
여 상기 복수 화면들중 하나의 화면을 플래그하는 플래그 수단, 상기 갱신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
의 화면들을 갱신하는 갱신수단, 갱신 메시지가 상기 복수 화면들중 플래그된 화면을 갱신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1판정수단 및 상기 복수 화면들중 갱신된 화면이 상기 복수 화면들중 플래그된 화면이라고 상
기 제1판정수단이 판정한 경우 상기 복수화면들중 상기 갱신된 화면을 상기 화면들 목록에 추가하도록 상
기 제1컨트롤 수단에 접속되어 상기 제1컨트롤 수단과 교신하는 교신수단을 구비한 선택호출 수신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화면들 각각이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갱신 수단은 상기 갱신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필드를 갱신하는 필드 갱신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컨트롤 수
단은 일정 범위를 정의하는 트리거 정보를 사용자 선택 가능하게 입력시키므로써 상기 복수 화면들중 한 
화면의 적어도 한 필름중 하나의 필드를 트리거하도록 상기 사용자 입력 수단에 결합된 트리거 수단과, 
갱신 메시지가 상기 복수 화면들중 한 화면의 적어도 한 필드중 트리거된 필드를 갱신하는지 여부를 판정
하고 상기 갱신 정보가 상기 입력 트리거 정보로 정의된 상기 범위 밖에 있는 숫자 정보를 포함하는지를 
판정하는 제2판정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복수 화면들중 적어도 한 필드중 한 필드가 상기 트리거 정
보로 사용자 선택 가능하게 트리거되었고 상기 갱신 정보가 상기 트리거 정보로 정의된 상기 범위 밖에 
있는 숫자 정보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교신 수단은 상기 제1컨트롤 수단과 교신하여 상기 복수 화면들
중 갱신된 화면들 목록에 추가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면이 상기 화면들 목록에 있는 경우에만 상기 선택호출 메시지의 수단을 알리는 
민감한 경보를 발생하는 단계(j)를 더 포함하는 상기 정보표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f)는 상기 단계(e)의 다음에 신속 투시 작동방식을 사용자가 동작시키는 단계
(k)를 포함하고, 상기 화면들 목록에 포함된 각 화면을 포함하는 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동되지 않고
서 상기 목록의 각 화면들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한 상기 정보표시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된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화면을 표시
하는 단계(l)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단계(l)는 (m) 상기 화면이 상기 화면들 목록에 추가된 때 상기 화면
의 표시를 위해 상기 화면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하게 되는 사이 신속 투시 작동방식
을 사용자 동작시키는 단계와, (n) 상기 화면이 상기 화면들 목록에 추가되지 않은때 상기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이동하여 우선 상기 화면을 배치한 다음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정보표시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f)는 상기 단계(e)의 다음에 신속 투시 작동방식을 사용자가 동작시키는 단계
(o)를 포함하고, 상기 화면이 플래그된 경우 상기 갱신된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화면을 포함하는 상기 화
면들 목록은 상기 신속 투시 작동방식에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상기 
화면들 목록에 포함된 각 화면은 소정의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소정시간동안 연속하여 자동으로 표시되
는 상기 정보표시 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수신된 메시지에 응답하여 갱신된 화면이 상기 화면들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만 상기 수
신된 메시지에 응답하여 민감한 경보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제1컨트롤 수단에 접속된 경보수단을 더 포함
하는 상기 선택호출 수신장치.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컨트롤 수단은 소정의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소정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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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들 목록에 포함된 각 화면을 상기 표시수단에 자동으로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선택호출 수
신장치.

청구항 11 

선택호출 메시지들을 수신하고 복수의 화면들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로
서, 갱신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포함하는 선택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수단으로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고 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내에 상기 갱신정보의 저장장소를 지정하
는 상기 수신수단, 상기 갱신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갱신하는 갱신수단, 상
기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된 부분을 포함하는 정보화면이 사용자의 특별관심 사항임을 나타내기 위
하여 사용자에 의해 이미 플래그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판정수단, 상기 화면이 플래그된 경우 사용자의 특
별관심 사항인 화면들 목록에 상기 화면을 추가하는 추가수단 및 신속 투시 작동방식을 사용자 동작시키
는 컨트롤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화면이 플래그된 경우 상기 갱신된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화면을 포함
하는 상기 목록의 화면들 각각은 사용자 키들의 최소회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상기 신속 투시 작동방
식에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한 선택호출 수신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수단과, 상기 신속 투시 작동방식에 있는 동안 소정의 사용자 입
력에 응답하여 소정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상기 목적의 화면들 각각을 상기 표시수단에 자동으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수단을 더 포함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

청구항 13 

선택호출 수신장치에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a) 복수의 화면들을 포함하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에 포함된 화면을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화면이 사용자의 특별 관심 사항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기 화면을 플래그하는 단계, (c) 상기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나
타내는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갱신정보를 포함하는 선택호출 메시지를 상기 단계(b)의 다음에 수신하는 단
계, (d) 상기 화면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갱신정보로써 갱신하는 단계 및 (e) 단계(b)에 응답하여 상기 
화면을 메모리내의 화면들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선택호출 수신장치에서 정보를 표
시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e)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특별관심 사항인 상기 화면중 적어도 일부의 상기 
갱신을 알리는 민감한 정보를 발생하는 단계(f)를 더 포함하는 상기 정보표시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d)의 다음에 상기 화면을 표시하는 단계(g)를 더 포함하는 상기 정보표시 방
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g)는 신속 투시 작동방식을 사용자 동작시키는 단계(h)를 포함하고, 상기 화
면들 목록에 포함된 각 화면은 사용자 키들의 최소회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소정시간동안 연속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표시되는 상기 정보표시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g)는 신속 투시 작동방식을 사용자 동작시키는 단계(i)를 포함하고, 상기 화
면들 목록에 포함된 각 화면은 사용자 키들의 최소회수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
적으로 표시된 상기 정보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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