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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용 단말기에서 문자 입출력 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TTY/TDD서비스 실행시, 상기 휴대용 단말기를 진동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착신번호가 입력되고 통화키가 입력되면,

통화연결 요청신호를 전송하고 제1진동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연결 요청신호를 전송 후 통화대기 신호를 수신하

면, 제2진동을 출력하고 부재중 신호를 수신하면, 제3진동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b

색인어

TTY/TDD, 휴대용 단말기, 진동, 표시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적용되는 TTY/TDD서비스가 제공됨을 나타내는 통신시스템의 망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전체 블록도

도 3a-b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TTY/TDD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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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b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TTY/TDD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TTY/TDD서비스모드 창을 도시한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시스템의 부가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문자 입출력(TTY/TDD)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시스템과 같은 통신시스템은 가입자들에게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통신시스템은 가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부가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다. 이

러한 부가 서비스의 예로 "TTY/TDD 서비스"를 둘 수 있다. 상기 용어 TTY는 Teletype Corporation의 등록된 상표인

"Teletype"으로부터 파생되었고, 상기 용어 TDD는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를 나타낸다. 즉, 상기

"TTY/TDD" 서비스는 청각 장애인들도 전화 통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전형적으로, TTY/TDD 서비스를 위해서는 TTY/TDD 장비(Device)가 요구된다. 상기 TTY/TDD 장비는 키보드와, 모뎀

과, 상기 모뎀을 통해 유선 전화기에 접속되는 표시부로 이루어진다. 상기 TTY/TDD 장비는 다른 가입자들로부터의 음성

을 문자로 변환하여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고, 상기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상기 유무선 전화기

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청각 장애인들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상기 TTY/TDD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각 장애인들에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이동 통신시스템 표준 규격에서도TTY/TDD서비스 기능을 필수적으로 구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에서의 TTY/TDD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3K QCELP와 EVRC 보코더는 2세대 및 3세대 무선 이동통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음

성 압축 기술이다. 이들 보코더에는 TTY/TDD(Tele-Type Telegraph Device for Deaf) 기능이 각각 IS-733-3과 IS-

127-4로 추가되었다. IS-127-4는 EVRC(Enhanced Variable Rate Code) 보코더(Vocoder)에 추가된 TTY/TDD 기능

을 규정하고 있으며, IS-733-3은13K QCELP(Qualcomm Code Excited Linear Prediction Code) 보코더에 추가된

TTY/TDD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보코더의 인코더는 음성 샘플들을 20밀리초(ms) 길이의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며, 처리된 음성 정보를 전송한다. 상

기 보코더의 디코더는 음성 정보를 수신하고 인코더의 역과정을 거쳐서 음성 샘플들을 재생한다. TTY/TDD 기능이 추가

된 인코더는 입력되는 펄스폭변조(PCM: Pulse Code Modulation) 샘플들이 음성인지 TTY/TDD 문자인지를 판별한다.

이때 만약 음성이 입력되었다면 음성 정보를 전송한다. 이와 달리 TTY/TDD 문자가 입력되었다면 문자 정보를 전송한다.

디코더 역시 수신한 정보를 분석하여 음성 정보인지 TTY/TDD 문자 정보인지를 판별해고 그 판별 결과에 따라 음성 샘플

또는 TTY 문자 톤을 재생한다. 상기TTY/TDD 기능은 VCO/HCO(voice carryover/hearing carryover)를 지원한다. 상

기 VCO는 TTY/TDD 문자를 받는 것과 말하는 것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기 HCO는 TTY/TDD 문자를 보내는 것과

말을 듣는 것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TTY/TDD 기능이 추가된 보코더의 인코더 및 디코더를 통신시스템에 구

비시킴으로써 이 통신시스템을 통한 청각 장애자와 정상인간의 통화 또는 청각 장애자들 간의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휴대용 단말기에서의 TTY/TDD서비스 실행 도중 통화접속신호, 통화대기신호 및 부재중 신호의 표시가 제공

되지 않음으로 청각 장애인들은 통화가 연결되었는지, 부재중 상태인지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용 단말기에서 문자 입출력(TTY/TDD)서비스 실행

시, 청각 장애인들이 통화가 연결되었는지, 부재중 상태인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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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TTY/TDD서비

스 실행시, 상기 휴대용 단말기를 진동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착신번호가 입력되고 통화키가 입력되면, 통화연결 요청신

호를 전송하고 제1진동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연결 요청신호를 전송 후 통화대기 신호를 수신하면, 제2진동을 출

력하고 부재중 신호를 수신하면, 제3진동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하기에서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

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서 이는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자의 일반적 관

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각 장애인들도 전화 통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인 TTY/TDD 서비스를 TTY서비스라 칭하여 설명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적용되는 TTY/TDD서비스가 제공됨을 나타내는 통신시스템의 망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

다. 도 1을 참고하여 TTY서비스가 제공됨을 나타내는 통신시스템의 망 구성을 설명하면 TTY/TDD서비스가 제공되는 통

신시스템의 망은 TTY/TDD단말기(103), 외부 TTY/TDD장치, 기지국보코더(105,110), MSC(107), PSTN(109) 및 무선

단말기(111)로 구성될 수 있다.

TTY/TTD단말기(103)는 TTY/TTD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말기로 TTY/TTD서비스가 실행되면 진동모드로 변경되고 문

자입력모드로 전환되어 동작한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도 2를 참조하여 하기에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 또는 PDA가 될 수 있다.

외부TTY/TTD장치(101)는 일반 휴대용 단말기와 연결하여 TTY/TTD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상기

TTY/TTD단말기(103)에 연결되는 외부 키입력부가 될 수 있다.

기지국보코더(105,109)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비하고 VCO/HCO(voice carryover/hearing carryover)를 지원한다. 상

기 기지국보코더(105)의 인코더는 음성 샘플들을 20밀리초(ms) 길이의 프레임 단위로 처리하며, 처리된 음성 정보를 전

송한다. 그리고 인코더는 입력되는 펄스폭변조(PCM: Pulse Code Modulation) 샘플들이 음성인지 TTY/TDD 문자인지를

판별한다. 이때 만약 음성이 입력되었다면 음성 정보를 전송한다. 이와 달리 TTY/TDD 문자가 입력되었다면 문자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보코더(105)의 디코더는 음성 정보를 수신하고 인코더의 역과정을 거쳐서 음성 샘플들을 재생한다.

그리고 디코더는 수신한 정보를 분석하여 음성 정보인지 TTY/TDD 문자 정보인지를 판별해고 그 판별 결과에 따라 음성

샘플 또는 TTY 문자 톤을 재생한다.

또한 상기 TTY/TDD 기능은VCO/HCO(voice carryover/hearing carryover)를 지원한다. 상기 VCO는 TTY/TDD 문자

를 받는 것과 말하는 것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기 HCO는 TTY/TDD 문자를 보내는 것과 말을 듣는 것의 전환을 가능

하게 해 준다.

MSC(107)는 이동전화교환기(MSC:mobile switching center)라고도 한다. 각 이동전화기지국에서 발/착신되는 신호를

처리하고, 이동전화기지국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중앙통제기능을 한다. 표준전화신호를 사용하는 이동

전화교환국은 무선링크와 유선링크를 제어하고, 이동체와 고정된 전화망(이동전화기지국)간 또는 다른 통신망과 접속하

는 역할도 한다. MSC(107)는 제어부, 통화로부 및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전화단말기의 이동성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제어기능을 갖고 있다. 시스템 운용, 보전기능과 과금 처리를 위한 기록저장 기능, 이동전화

단말기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등도 포함된다.

휴대용 단말기(111)는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 안을 임의로 이동하면서 기지국을 통해 일반 전화 가입자 또는

다른 이동통신 전화기와 통화할 수 있는 단말기로 휴대용 단말기 또는 PDA가 될 수 있다.

상기 이동통신망의 구조를 바탕으로 TTY/TDD 서비스를 이루는 각 구성간의 상호 동작관계는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널리 공지된 것임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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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의 전체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RF부(21)는 휴대용 전화기의 통신

을 수행한다. RF부(21)는 송신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

고 주파수를 하강 변환하는 RF수신기 등을 포함한다.

모뎀(MODEM)(23)은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하는 수

신기 등을 구비한다.

오디오 처리부(25)는 코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코덱은 패킷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음성 등의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디오코덱을 구비한다. 상기 오디오 처리부(25)는 상기 모뎀(23)에서 수신되는 디지털 오디오신호를 상

기 오디오코덱을 통해 아날로그신호를 변환하여 재생하거나 또는 마이크로부터 발생되는 송신되는 아날로그 오디오신호

를 상기 오디오코덱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모뎀(23)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코덱은 별

도로 구비거나 또는 제어부(10)에 포함될 수 있다.

키패드(27)는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 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 키들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키패드(27)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TTY/TDD서비스 실행키 및 문자입력 키 등을 구비할 수 있다.

메모리(29)는 프로그램 메모리 및 데이터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휴대용 전화기의 일반적

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또한 데이터 메모리에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

터들을 일시 저장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TTY/TDD서비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이 저장되고 통화접속신호, 통화대기신호수신 및 부재중 신호수신에 따라 제1진동세기, 제2진동세기 및 제3진동세

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여기서 제3진동은 제2진동보다 강하고 제2진동은 제1진동보다 강하다. 또한 이

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통화접속신호, 통화대기신호수신 및 부재중 신호수신에 따라 이미지

또는 문자데이터로 표시하거나 제1진동형태, 제2진동형태 및 제3진동형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제어부

(10)는 휴대용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모뎀(23) 및 코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제어부(10)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TTY/TDD서비스메뉴 선택시, TTY/TDD모드 선택창을 표시하고 선택하

면 진동모드로 전환하고 TTY/TDD모드 창을 표시한다. 그리고 감지된 착신측 번호를 전송하고 통화접속신호가 수신되면

제1진동을 출력하고 통화접속신호가 수신되면 제2진동을 출력하고 부제중신호가 수신되면 제3진동을 출력한다. 또한 사

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통화접속신호가 수신되면 제1 이미지 또는 제1문자메시지를 표시하고 통화대기신호가 수신되면

제2 이미지 또는 제2문자메시지를 출력하고 부재중 신호가 수신되면 제3이미지 또는 제3문자메시지가 출력된다. 또한외

부 TTY/TDD장치 결합시, TTY/TDD모드 선택창을 표시 할 수 있다.

외부 TTY/TDD장치(85)는 일반적으로 TTY에는 자판이 있고 액정 화면이 있으며 데이터연결 커넥터가 있다. 자판을 치

면 TTY가 그것을 특정 소리로 바꾸어주고 소리는 전화기를 통해 상대방 전화기로 전달된다. 상대방 또한 TTY가 있어서

그 소리를 액정 화면을 통해 문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외부 TTY/TDD장치 결합시, TTY/TDD모드 선택창을 표시한다.

진동부(87)는 진동모드로 설정되면 통신신호 수신시 떨림을 출력하여 통신 신호가 수신됨을 알기로 본 발명의 일실시 예

에 따라 제어부(10)에 통화접속신호가 감지되면 제1진동세기 또는 제1진동 형태를 출력하고 통화접속신호가 감지되면 제

2진동세기 또는 제2진동형태를 출력하고 부제중신호가 감지되면 제3진동세기 또는 제3진동형태를 출력한다.

카메라(50)는 영상 데이터를 촬영하며, 촬영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 센서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카

메라 센서는 CCD센서라 가정한다.

신호처리부(60)는 상기 카메라(50)로부터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이미지신호로 변환한다. 여기서 상기 신호처리부(60)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DSP)로 구현할 수 있다.

영상처리부(70)는 상기 신호처리부(6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영상처리부(70)는 상기 제어부(10)의 제어 하에 수신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표시부(80)의 규격에 맞춰 하는 전송하며,

또한 상기 영상데이터를 압축 및 신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표시부(80)에 출력되는 영상데이터의 시작주소 값을 전

송하거나 제어부(10)의 제어 하에 상기 시작주소 값을 변경 설정하여 전송한다.

표시부(80)는 상기 영상처리부(7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터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80)는 LCD를 사용할 수 있

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부(80)는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상기 키패드(27)와 LC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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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부가 될 수 있다. 표시부(80)는 영상데이터가 출력되는 영상데이터 표시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TTY/TDD모드 창(81)은 표시창(82)과 입력창(84)을 구분하여 주고 받았던 문자데이터를 표시창(82)에 표시하고 사

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데이터를 입력창(84)에 표시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휴대용 전화기의 동작을 살펴보면, 발신시 사용자가 키패드27을 통해 다이얼링 동작을 수행한 후 발

신모드를 설정하면, 상기 제어부(10)는 이를 감지하고 모뎀(23)을 통해 수신되는 다이얼정보를 처리한 후 RF부(21)를 통

해 RF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후 상대 가입자가 응답신호를 발생하면, 상기 RF부(21) 및 모뎀(23)을 통해 이를 감지

한다. 이후 사용자는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착신모드시 상기

제어부(10)는 모뎀(23)을 통해 착신모드임을 감지하고,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링신호를 발생한다. 이후 사용자가 응답

하면 상기 제어부(10)는 이를 감지하고, 역시 오디오처리부(25)를 통해 음성 통화로가 형성되어 통신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 상기 발신 및 착신모드에서는 음성통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상기 음성 통신 이외에 패킷 데이터 및 영상데이

터를 통신하는 데이터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모드 또는 문자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어부(10)는

모뎀(23)을 통해 처리되는 문자데이터를 표시부(80)상에 표시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동작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TTY/

TDD서비스모드를선택하면 제어부(10)는 메모리(29)와 표시부(80)를 제어하여 TTY/TDD서비스 선택창을 표시한다. 사

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TTY/TDD서비스를 선택하면 TTY/TDD서비스모드로 진입하고 메모리(29)와 표시부(80)

를 제어하여 TTY/TDD서비스모드 창(81)을 표시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착신측 전화번호를 입력

하고 통화버튼을 입력하면 제어부(10)는 메모리(29)와 RF부(21)을 제어하여 TTY/TDD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시작

하고 통화접속신호 수신, 통화대기신호 수신 또는 부재중신호 신호 감지하면 제어부(10)는 진동부(87)를 제어하여 해당

신호에 맞는 진동,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도 3a-b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TTY/TDD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의 흐름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TTY/TDD서비스모드 창을 도시한 예시도이다. 도 3a-b와 도 5를 참조하여 발신측

TTY/TDD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을 설명하면 대기상태인 301단계에서 사용자가 키패드

(27)를 이용하여 TTY/TDD서비스모드를선택하면 제어부(10)는 303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07단계로 진행한다. 307단

계에서 제어부(10)는 메모리(29)와 표시부(80)를 제어하여 TTY/TDD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TTY/TDD서비스 선택창을

표시한다.

또한 상기 대기상태인 301단계에서 상기 휴대용 단말기에 구비된 외부 TTY/TDD장치연결부(85)와 외부 TTY/TDD장치

(101)가 데이터 케이블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해 연결되면 제어부(10)는 305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07단계로 진행한다.

307단계에서 제어부(10)는 메모리(29)와 표시부(80)를 제어하여 TTY/TDD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TTY/TDD서비스 선

택창을 표시한다. 여기서 외부 TTY/TDD장치연결부(85)는 핸즈프리 등의 외부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통신포트가 될 수 있

다.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표시된 TTY/TDD서비스 선택창에서 TTY/TDD서비스를 선택하면 310단계로 진행하여

TTY/TDD서비스모드를 실행한다. 310단계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TTY/TDD서비스모드가 실행되면 제어부(10)는

312단계로 진행하고 메모리(29)를 제어하여 진동모드로 전환한다. 즉, 통신신호 감지시 벨소리와 같은 소리가 출력되는

알림모드를 떨림이 출력되는 진동모드도 전환됨으로 모든 알림음은 진동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제어부(10)는 314단계에

서 메모리(29)와 표시부(80)을 제어하여 TTY/TDD서비스모드 창(81)을 도5의(A)와 같이 표시한다. 도5의(A) TTY/TDD

서비스모드 창은 표시창(82)과 입력창(84)을 구분하여 주고 받았던 문자데이터를 표시창(82)에 표시하고 사용자가 입력

하는 문자데이터를 입력창(84)에 표시한다.

이후, 사용자가 측신측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316단계에서 제어부(10)는 이를 감지하고 표시부(80)를 제어하여 측신측 전

화번호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상기 입력된 착신측 전화번호와 TTY/TDD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통화키를 입력하면 제어

부(10)는 318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20단계로 진행한다. 320단계에서 제어부(10)는 RF부(21)를 제어하여 통화연결 요

청신호를 전송한다. 그리고 제어부(10)는 322단계에서 메모리(29)와 진동부(87)를 제어하여 제1진동을 출력한다. 여기서

제1진동은 약한 진동으로 청각장애자인 사용자가 TTY/TDD서비스 통화연결이 요청되었는지 진동을 느끼고 알 수 있다.

또한 진동과 함께 연결메시지를 TTY/TDD서비스모드 창(81)에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제1진동의 진

동형태를 설정하여 일반 진동과는 다르게 하여 출력할 수 있고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상기 통화연결 요청신호가 전송되어 호 접속이 실행되면 RF부(21)는 통화대기 신호를 수신한다. 그러면 제어부(10)는

324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26단계로 진행하여 메모리(29)와 진동부(87)를 제어하여 제2진동을 출력한다. 여기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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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은 중간 진동으로 청각장애자인 사용자가 호접속이 이루어져서 통화대기중임을 진동을 느끼고 알 수 있다. 또한 진동

과 함께 호접속메시지를 TTY/TDD서비스모드 창(81)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진동과 상기 제2진동은 각각 진동

형태를 다르게 하여 구분할 수 있고 통화대기중임을 알리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후, 착신측에서 전화를 받으면 제어부(10)는 328단계에서 TTY/TDD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고 TTY/TDD서

비스를 실행한다. 여기서 TTY/TDD서비스 실행은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착신측에 보낼 문자를 도 5의(B)와 같

이 입력창(84)에 입력하고 전송하면 입력된 문자가 표시창(84)에 표시되고 도 5의(C)와 같이 착신측에서 전송된 문자를

표시창(84)에 표시한다. 즉, 채팅창과 같이 발신측과 착신측에서 전송한 문자를 표시창(84)에 표시하고 입력되는 문자를

입력창(82)에 표시한다. 이와 같은 TTY/TDD서비스를 종료하고자 종료키를 입력하면 제어부(10)는 334단계에서 이를 감

지하고 TTY/TDD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종료시킨다. 그러나 종료키가 입력되지 않으면 TTY/TDD서비스를 계속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연결 요청신호가 전송되었지만 착신측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호 접속이 실행되지 않으면 되면 RF부(21)는

부재중 신호를 수신한다. 그러면 제어부(10)는 330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32단계로 진행하여 메모리(29)와 진동부(87)

를 제어하여 제3진동을 출력한다. 여기서 제3진동은 강한 진동으로 청각장애자인 사용자가 착신측이 부재중 상태임을 진

동을 느끼고 알 수 있다. 또한 진동과 함께 부재중메시지를 TTY/TDD서비스모드 창(81)에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제1진동,

상기 제2진동 및 제3진동은 각각 진동형태를 다르게 하여 구분할 수 있고 부재중임을 알리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TTY/TDD서비스모드에서 통화접속신호가 수신되면 제1진동을 출력하고 통화접속신호가 수

신되면 제2진동을 출력하고 부제중신호가 수신되면 제3진동을 출력하여 청각장애자인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TTY/TDD서

비스 상태를 알 수 있다.

도 4a-b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TTY/TDD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의 흐름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TTY/TDD서비스모드 창을 도시한 예시도이다. 도 4a-b와 도 5를 참조하여 착신측

TTY/TDD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동작을 설명하면 대기상태인 401단계에서 RF부(21)에 TTY/

TDD메시지가 수신되면 제어부(10)는 403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405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일반 문자메시지와 TTY/

TDD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Setup Message 스팩 내에 있는 Bearer cap의 CTM bit를 변경한다. Bearer cap내의 bit

6을 On/Off 시켜 CTM 값을 변경한다. 그럼으로, CTM모드가 ON된 후 Call setup시 CTM Bit 1로 Setting되며, 망에서는

CTM Bit를 통해서 단말기가 CTM Modem으로 동작하는 아닌지를 판단한다. 또한 수신되는 콜도 이 정보를 통해서 TTY

콜인지 일반 콜인지 구분할 수 있다.

상기 405단계에서 제어부(10)는 표시부(80)와 진동부(87)를 제어하여 수신된 TTY/TDD메시지를 표시하고 착신음을 진

동모드로 전환하여 알리고 407단계로 진행하여 제어부(10)는 메모리(29)와 표시부(80)를 제어하여 TTY/TDD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TTY/TDD서비스 선택창을 표시한다. 여기서 선택창 표시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일정시간 경과 후에

표시될 수 있고 특정키 입력시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표시된 TTY/TDD서비스 선택창에서 TTY/TDD서비스를 선택하면 제어부(10)는 409단

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411단계로 진행하여 TTY/TDD서비스 어플리케이션를 구동하여 TTY/TDD서비스 모드를 실행한

다. 411단계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TTY/TDD서비스모드가 실행되면 제어부(10)는 413단계로 진행하고 메모리(29)

를 제어하여 진동모드로 전환한다. 즉, 통신신호 감지시 벨소리와 같은 소리가 출력되는 알림모드를 떨림이 출력되는 진동

모드도 전환됨으로 모든 알림음은 진동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제어부(10)는 415단계에서 메모리(29)와 표시부(80)를 제

어하여 TTY/TDD서비스모드 창(81)을 도5의(A)와 같이 표시한다. 여기서 TTY/TDD서비스모드 창(81)의 표시창(82)에

처음에 수신된 TTY/TDD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다. 도 5의(A) TTY/TDD서비스모드 창은 표시창(82)과 입력창(84)을 구

분하여 주고 받았던 문자데이터를 표시창(82)에 표시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데이터를 입력창(84)에 표시한다. 그리

고 제어부(10)는 417단계에서 TTY/TDD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고 TTY/TDD서비스를 실행한다. TTY/TDD문

자가 RF부(21)를 통하여 수신되면 제어부(10)는 41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421단계로 진행하여 수신된 TTY/TDD문자

를 표시창(84)에 도 5의(C)와 같이 표시한다. 그리고 제어부(10)는 진동부(87)를 제어하여 진동을 출력한다. 상기 진동출

력은 상기 기술한 제1진동, 제2진동 또는 제3진동을 출력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진동의 세기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메시지가 표시됨과 동시에 진동이 같이 출력된다. 또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착신측에 보낼 문자를 입력창(84)에 입력하면 제어부(10)는 423단계에서 이를 감

지하고 TTY/TDD서비스모드 창(81)을 제어하여 도 5의(B)와 같이 표시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키패드(27)를 이용하여 전

송키를 입력하면 제어부(10)는 RF부(21)를 제어하여 착신측 단말기로 전송한다. 그리고 제어부(10)는 427단계로 진향하

여 TTY/TDD서비스모드 창(81)을 제어하여 전송된 TTY/TDD문자를 표시창(84)에 도 5의(C)와 같이 표시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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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10)는 진동부(87)를 제어하여 진동을 출력한다. 상기 진동출력은 상기 기술한 제1진동, 제2진동 및 제3진동을 출

력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메시지가 표시됨과 동시

에 진동이 같이 출력된다. 또한 상기 진동은 진동의 세기 또는 형태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출력될 수 있

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TTY/TDD서비스 실행 중 TTY/TDD문자를 수신하거나 발신할 때 진동을 출력하고 TTY/

TDD모드 창을 표시창과 입력창을 구분하여 이미 주고 받았던 문자데이터와 청각장애인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데이터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 청각장애자인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TTY/TDD문자 수신 및 발신상태를 알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

한 것들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타 외부장치의 도움 없이 휴대용 단말기 내에서 TTY/TDD서비스를 지원

하며, TTY/TDD서비스 모드에서 통화접속신호 수신, 통화대기신호가 수신 및 부제중신호 수신에 따라 각각 다른 진동을

출력하고 TTY/TDD서비스 실행 중 TTY/TDD문자를 수신하거나 발신할 때 진동, 문자 및/또는 이미지를 출력함으로 청

각장애자인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TTY/TDD문자 수신 및 발신상태를 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TTY/TDD서비스키 입력시, 미리 설정된 송수신 알림모드를 진동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착신번호가 입력되고 통화키가 입력되면, 통화연결 요청신호를 전송하고 제1진동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통화대기 신호를 수신하면, 제2진동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부재중 신호를 수신하면, 제3진동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

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5.

제2항 내지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진동, 상기 제2진동 및 제3진동이 각각 다른 진동세기를 갖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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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2항 내지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진동, 상기 제2진동 및 제3진동이 각각 다른 진동형태를 갖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7.

제2항 내지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진동, 상기 제2진동 또는 제3진동 출력시, 각각 설정된 이미지를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8.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TTY/TDD서비스 실행시, 상기 휴대용 단말기를 진동모드로 전환하고 TTY/TDD서비스 창을 표시하는 과정과,

상기 표시된 TTY/TDD서비스 창에 TTY/TDD문자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진동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TTY/TDD문자를 수신하면, 진동을 출력하고 상기 TTY/TDD서비스 창에 수신된 TTY/TDD문자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TTY/TDD서비스 창이 입력창과 표시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10.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TTY/TDD서비스 실행시, 상기 휴대용 단말기를 진동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착신번호가 입력되고 통화키가 입력되면, 통화연결 요청신호를 전송하고 제1진동을 출력하며 통화연결 요청메시지를 표

시하는 과정과,

상기 통화연결 요청신호를 전송 후 통화대기 신호를 수신하면, 제2진동을 출력하며 통화대기 메시지를 표시하고 부재중

신호를 수신하면, 제3진동을 출력하며 부재중 메시지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진동, 상기 제2진동 및 제3진동이 각각 다른 진동형태를 갖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

말기에서 TTY/TDD서비스 실행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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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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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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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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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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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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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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