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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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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동 무선전화기의 부재중 안내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회로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2도의 부재중 안내부(205)를 구체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제4도 제4a도-제4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3도의 구체회로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세지모드 설정흐름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세지 출력흐름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6도의 메세지모드 1-3 송출 흐름도.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6도의 메세지녹음 구체흐름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처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동  무선전화기(이하  “카폰”이라  칭함)에  있어서  부재중  안내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
히  카폰  사용자가  차량에서  부재시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요구에  대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부재에  따른  메세지를  음성으로  전송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입력된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음성정보
를  저장하여,  후에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동무선전화기의  부재중  안내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재중  사용자의  안내를  위한  장치는  유선  전화기에서  자동응답  전화기(Auto  Answering 
Phone)가  있다.   상기  자동응답  전화기는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에  의해  외출시  사용자가  자신의 음
성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녹음하여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부재시 외부로부터 걸려온 호
출자의  용건을  자동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자동응답기능이  있다.   그리고  상기  자동  수신되어 녹음
된  메시지를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그  내용을  들어볼  수  있도록하는  원격제어기능이  있고,  또한 외출
시  가족에게  메세지를  남길때  사용하는  메시지메모  기능과,  한개의  버튼으로  전화를  할수  있는  자동 
다이얼기능, 링 음량조절 기능, 통화보류 기능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상기  자동응답전화기의  대부분은  기능선택  및  입력되는  링신호를  감지하여  마이크로 프로세
서의  제어에  의해  카세트  데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카폰에서는  자동응답기능인  부재중  안내기능이 
없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일반전화기나  카폰을  통해  전화를  걸었을  경우  호출을  당한측  즉, 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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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재중이면  호출한  가입자의  통화는  물론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호출당한측  카폰사용자도  부재시에  어느  누구의  호출이  있었는지  전혀  알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
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래 방법으로 제1도와 같이 구성한 회로를 사용한 예가 있다.

제1도와  같은  구성의  카폰에  있어서  부재중  안내기능은  무선수신복조기(7)로  카폰을  호출하는 디지
트  신호가  광대역  데이타[(Wide  band  data(이하  “WBD”라  칭함)]신호로  입력되면  복조되어 WBD모뎀
(6)으로  입력된다.   상기  WBD모뎀(6)은  상기  입력  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지탈화한  후 카폰제어장치
(5)에  입력한다.   이때  카폰  제어장치(5)는  상기  디지탈화된  디지트  데이타가  해당  카폰에  맞는 호
출번호인지 체킹을 하여 맞을때 카폰사용자가 받을수 있도록 링을 울려준다.

물론,  카폰제어장치(5)는  상기  WBD모뎀(6)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받아  처리할시  메모리(1)로부터 
로딩된  각종  프로그램  데이타에  따라  처리되며,  상기  처리결과를  메모리(1)에  저장한다.   또한  상기 
카폰제어장치(5)는  필요시  상기  처리결과나  상태  정보를  디스플레이장치(8)에  표시시킬수도  있다.   
상기  호출에  따라  상기  WBD모뎀(6)를  통해  출력된  호출신호를  받은  카폰제어장치(5)는  소정기간 동
안  링신호를  울려주도록  제어한후  여기서  호출당한측의  카폰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을시 카폰제어장
치(5)가 메모리(1)를 제어하여 부재중에 따른 메세지 데이타를 읽어본다.

상기  메모리(1)에서  리드된  데이타로부터  부재중이라고  알리는  메세지  데이타는  음성합성회로(2)에 
입력된다.   상기  음성합성회로(2)에서는  통화할  수  있는  음성  아나로그  신호로  합성되어 저역통과여
파기(3)에 입력한다.

상기  저역통과여파기(3)에서는  고주파잡음이  제거된  후  무선송신변조기(4)에  입력한다.   상기 무선
송신 변조기(4)는 호출한 상대편 카폰 및 일반전화기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변조하여 송출한다.

예를들어 이때 송출되는 음성메세지는 하기와 같다.

“안녕하세요, * * * - * * * *번입니다.  지금 부재중이 오니 긴급사항이 있으실 경우 * * * - * * 
*  *번으로  걸어주시면  통화하실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메세지를  송출할  수  있고, 한번이
상  안내방송을  들은  다음에  호출한  상대방이  자기  전화번호와  *키를  누른다.   이때  상기  기술한 같
은  방법으로  무선수신  복조기(7)에서  복조되어  WBD모뎀(6)에서  디코딩된후  카폰제어장치(5)에 입력
되면  상기  카폰제어장치(5)는  메모리(1)를  제어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부재중인  카폰의 메모리
(1)에  기억시킨다.   즉,  호출을  시도한  카폰  및  일반전화기의  전화번호가  메모리(1)에  남게된다.   
상기한  바와같이  종래는  음성정보를  상대방에게  송출하는  기능과  상기  호출을  시도한  상대방의  카폰 
및  일반전화 가입자의 전화번호만을 숫자상태로 남길 수  있었다.   즉  종래는 어디서 전화 왔다는 것
만 알수 있지, 누구한테서 어떤 내용의 전화가 왔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수 없었다.

한편  자동응답전화기에서의  응답자  부재시  상대방의  호출에  따른  상대방의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나  여기서는  주로  기계식  녹음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재시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시켜  필요시  다시  재생시켜  청취하나,  이러한  기계식  녹음  장치를  카폰에  내장시켜  사용할  경우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 수명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카폰에서  부재중  상대방  호출자로부터의  입력되는  음성메세지를  남길  수 
있으며 필요시 상기 남긴 메세지를 용이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대방의  음성메세지  저장용  기록매체를  반도체  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자동차
의 이동에 따른 기계적인 진동에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본  발명은  하나의  안테나에  접속되며  송신과  수신을  공통으로 사용하도
록  하고  송신할때에는  송신출력으로부터  수신기를  보호하고  수신할때에는  수신신호를  수신기에 공급
하도록  하는  듀플렉셔와,  상기  듀플렉셔에  연결되며  송신할  신호를  입력하여  RF신호로  송출하는 무
선송신기와,  상기  듀플렉셔에  연결되며  RF신호를  수신하는  무선수신기와,  상기  무선수신기와 연결되
며  수신되는  신호를  음성신호를  ADM(Adaptive  Delta  Modulation)방식으로  분석  및  합성하는 음성분
석  및  합성회로와,  상기  무선수신기와  연결되며  수신되는  신호를  이중  복합주파수  신호를 디코딩하
여  디지탈데이타로  변환하는  WBD모뎀과,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의  출력음성신호와  상기 무선수
신기의  수신신호를  합성하여  수신오디오  회로에  입력하는  제1가산기와,  안내방송용  음성메세지를 내
장하며  제어선택에  따라  독출되어  합성하여  응답음성신호로  발생하는  음성합성회로부와,  상기 WBD모
뎀의  디지탈화된  디코딩신호를  받아  설정된  모드에  의해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에서  수신  음성 
신호를  음성분석  및  합성에  따른  제어를  하며  상기  음성합성  회로부를  제어하여  해당  안내  메세지의 
음성합성하여  출력토록  제어하는  제어장치와,  상기  음성합성회로의  출력음성  안내메세지와 송신오디
오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통화용  음성신호를  가산하여  상기  무선송신기로  출력하는  제2가산기로 구성
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블럭도로서,  하나의  안테나(ANT)에  접속되며,  송신과  수신을  공통으로 사용
하도록  하고  송신할때에는  송신출력으로부터  수신기를  보호하고  수신할때에는  수신신호를  수신기에 
공급하도록  하는  듀플렉셔(201)와,  상기  듀플렉셔(201)의  송신단(Tx)에  연결되며  상기  송신할 신호
를  입력하여  RF신호로  송출하는  무선송신기(207)와,  상기  듀플렉셔(201)의  수신단(Rx)에  연결되며 
RF신호를  수신하는  무선수신기(202)와,  상기  무선수신기(202)와  연결되며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음
성신호를  ADM(Adaptive  Delta  Modulation)방식으로  분석  및  합성하는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와, 
상기  무선수신기(202)와  연결되며  수신되는  10Kbps의  비트레이트를  갖는  광대역  데이타를 디코딩하
여  디지탈데이타로  변환하는  WBD모뎀(222)과,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의  출력음성신호와 상
기  무선수신기(202)의  수신  신호를  합성하여  수신오디오회로(204)에  입력하는  제1가산기(203)와, 안
내방송용  음성메세지를  내장하며  제어선택에  따라  독출되어  합성하여  응답음성신호를  발생하는 음성
합성회로부(223)와,  상기  WBD모뎀(222)의  디지탈화된  디코딩신호를  받아  소정  설정된  모드에  의해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의  수신 음성 신호에 대해 음성분석 및  합성에 따른 제어를 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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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음성합성회로부(223)를  제어하여  해당  안내  메세지의  음성  합성토록  제어하는  제어장치(206)와, 
상기  음성합성회로부(223)에서  출력되는  음성  안내메세지와  송신오디오회로(209)로부터  출력되는 통
화용 음성신호를 가산하여 상기 무선송신기(207)로 출력하는 제2가산기(208)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장치(206)는  마이콤이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되어  있으면서  상기  구성을  제외한 카폰시스
템의  전체를  제어하는  한편  카폰사용자에  의해  키패드(210)를  통해  입력되는  다이얼  키  및  코멘트 
키데이타를  받아  제반처리를  할  수  있다.   상기  제어장치(206)와  카폰  키패드(210)  구성  및 동작관
계는 본원출원인에 출원된 출원번호 특허 87-5419호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서 설명을 생략한다.

제2도에서  200은  연결부로  기존의  카폰장치에  옵션(option)으로  콘넥터화하여  제어장치(206)와 용이
하게 접속할 수도 있음을 도시한 것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2도의  부재중  안내부(205)를  구체적으로  도시하되,  특히  음성분석  및 합
성회로(221)와  음성합성회로부(223)를  구체적으로  도시한  회로도로서  주변회로와의  관계를 도시하였
다.

제어장치(206)의  제1-3입출력라인(261-263)중  상기  제1입출력라인(261)를  통한  신호가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부(221)의  음성분석/합성기(242)를  제어하도록  연결되고,  상기  제3입출력라인(263)을  통한 
신호가  음성합성회로부(223)의  음성합성기(252)를  제어하도록  연결된다.   상기 제2입출력라인(262)
을  통한  신호가  상기  WBD모뎀(222)를  인에이블  하도록  연결되어  제2입력단(232)을  통해  입력되는 
WBD데이타를  WBD모뎀(222)에서  디지탈화하여  메세지  모드  2,3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키를 인
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부(221)는  무선수신기(202)의  출력단인  제1입력단(231)과  연결되어  상기 
무선수신기(202)에서  출력되는  음성메세지의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저역필터링  하는 제2저역
통과여파기(243)와,  상기  제어장치(206)의  제1입출력라인(261)을  통해  발생되는  제어신호를  받도록 
연결되고  상기  제2저역통과여파기(243)를  통한  음성신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되어  상기  입력되는 음성
신호의  소정  특성  파라미터(진폭,주파수,음색정보등)대로  ADM변조방식으로  분석  추출하여 저장하도
록  준비하며  상기  저장된  음성메세지  정보를  소정  특성  파라미터대로  ADM방식으로  합성하여 재생하
는  음성분석  및  합성기(242)와,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기(242)와  연결되며  이의  제어에  따라  음성 
메세지의  상기  분석된  특성  파라미터값을  기억하는  제2메모리(241)와,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기
(242)와  접속되며  음성신호의  합성시  발생된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저역필터링하여 제2출력
단(235)을 통해 제1가산기(203)에 입력하는 제3저역통과여파기(244)로 구성된다.

그리고  음성합성회로부(223)는  상기  제어장치(206)의  제3입출력라인(263)을  통해  입력되는 제어신호
에  따라  제어모드(Mode)로  동작되는데,  상기  음성합성처리부(223)의  음성  합성기(252)는 기본클럭에
서  프레임주기까지의  각  연산을  제어하는  타이밍  발생회로,  콘트롤러  및  메모리  집적회로와의 인터
페이스회로  및  각  특성  파라미터를  10비트로  복호화하는  디코딩롬(ROM),  상기  복호화된  각 파라미터
를  기억하는  램(RAM),  각  특성  파라미터를  서브-프레임  단위로  의사선형  보간하는  선형보간 인터프
레이터(Inter-polator)유성음과  무성음의  각  음원을  발생하는  음원회로,  특성  파라미터를 일시적으
로  보관하는  스택(Stack)  승ㆍ가감산기  및  디지탈필터와  합성된  음성데이타를  아나로그  앰프로 직접
인가해  주기  위한  디지탈/아나로그  변환기로  구성되어  임의의  번지의  음성데이타를  합성하여 음성으
로 출력시킨다.

제1메모리(251)는  메세지용  음성데이타를  고정으로  내장하고  있으면서  상기  음성합성기(252)에서 지
정하는 신호에 따라 저장된 해당 음성데이타가 출력된다.

제1저역통과필터(253)는  상기  음성합성기(252)의  해당  메세지의  샘플링  고주파잡음을  제거하여 제1
출력단(234)를 통해 제2가산기(208)에 입력된다.

즉,  상기  제2,3도에서  설명한  구성은  카폰에  있어서  연결부(200)를  콘넥터화하여  옵션보드(OPT  :  On 
Board)로도  가능한  것으로  제어장치(206)의  제어에  따라  동작  실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어장치(206)는 카폰전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한  제2,3도의  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키패드(210)를 
통해 제어장치(206)의 소정메모리 영역에 메세지모드가 소정 설치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즉, 메세지모드 1,2,3의 내용이 하기와 같을 경우

[모드 1]

“안녕하세요.  *  *  *  -  *  *  *  *번 입니다.  지금 부재중이오니 긴급사항이 있으실 경우 * *  *  -  * 
* * *번으로 걸어주시면 통화하실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모드 2]

“안녕하세요.  *  *  *  -  *  *  *  *번 입니다.   지금 부재중이오니 신호음을 들으신 후에 귀하의 전화
번호와 눈표(*)키를 차례로 누르십시요.  기억된 귀하의 전화번호로 전화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모드 3]

“안녕하세요.  *  *  *  -  *  *  *  *번 입니다.   지금 부재중이오니 통화하실 말씀이 있으실 경우 신호
음을  들으신  후  샤프(#)키를  누르시고  20초이내에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감
사합니다.”

상기와  같은  모드  1-3의  메세지  내용이  음성합성회로부(223)의  제1메모리(251)에  저장되어  있고, 사
용자가  부재중에  들어갈때  키패드(210)를  통해  상기  메세지모드  설정키를  입력하면  제어장치(206)가 
이를  인식하여  내부  메모리영역에  상기  지정한  해당모드를  프로그램시킨다.   그리고 제어장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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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재중  안내를  위한  본  발명의  모드가  장착되어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있게되므로  상기  메세지 
모드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안테나(ANT)를  통해  해당  카폰을  호출하는  WBD신호가  입력될시 듀플렉셔(20
1)에서 수신하고 무선수신기(202)를 통해 수신되어 상기 WBD모뎀(222)에서 디코딩되어 
디지탈화된다.

상기  WBD모뎀(222)는  상기  제어장치(206)의  제어에  의해  항상  무선수신기(202)를  통해  수신되는  WBD 
신호를  받을수  있도록  인에이블되어  있으므로  상기  WBD모뎀(222)에서  디코딩된  신호를 제어장치
(206)에서  받아  처리한다.   상기  제어장치(206)에  입력된  상기  WBD신호가  해당  카폰을  호출하는 해
당  디지트  다이얼일때  사용자가  응답토록  호출하기  위해  링을  소정회수  울리도록  제어한다.   상기 
링을  소정  횟수  울려도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부재중에  따른  자동메세지  모드로  세팅되어 있을
시  상기  설정된  모드별로  해당메세지를  송출하기  위해  제어장치(206)는  설정된  모드에  따라  제어 명
령어 신호를 발생하여 음성합성 회로부(223)의 음성합성기(252)를 제어한다.

이때  음성합성기(252)는  제1메모리(251)로부터  해당  모드의  메세지  데이타를  읽어  온다.   즉, 제어
장치(206)의  제3입출력라인(263)을  통해  음성합성기(252)를  제어하며,  이때  음성합성기(252)에서는 
상기  제어장치(206)에서  발생하는  제어신호에  따라  메세지모드  지정  어드레스신호를  발생하여 제1메
모리(251)에  입력한다.   상기  음성합성기(252)에서  발생된  상기  메세지  모드지정  어드레스  신호가 
제1메모리(251)에  입력되어  기  저장된  상기  모드  1-3중  하나의  음성메세지  데이타를  선택하여 리드
한다.

상기  리드된  음성메세지  데이타는  음성합성기(252)에  입력되어  주어지는  합성조건에  따라 순차적으
로  합성하여  음성으로  출력된다.   상기  음성합성기(252)에서  발생하는  음성신호는  제1저역통과 여파
기(253)에  입력되어  상기  음성합성시  일어날  수  있는  고주파  잡음이  제거된다.   상기  제1저역통과 
여파기(253)의  출력이  제2가산기(208)에서  가산되어  무선송신기(207)에서  송신시  적절한  신호로 한
후  듀플렉셔(201)와  안테나(ANT)를  통해  상대편으로  송출한다.   호출측  상대편도  상기  제2,3도와 같
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발생된  음성메세지  수신은  일반 통화신호
와  같이  안테나(ANT)와  듀플렉셔(201)를  통하고  무선수신기(202)를  통해  시스템에서  수신에  적절한 
신호로  증폭시킨  후  제1가산기(203)를  지나  수신오디오  회로(204)에서  상기  발생된  메세지를 수신하
여 상기 부재에 따른 인식을 호출한 가입자가 알수 있도록 한다.

상기  발생된  메세지모드가  모드  1이  아니고,  모드  2,3일  경우  호출측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용건을 
수신측에 남겨야 했다.

모드  1이  세팅되어  있을때  상대편  호출자의  다이얼링된  WBD신호가  듀플렉셔(201)와 무선수신기(20
2)를 통하고, WBD모뎀(222)에서 디지탈화된다.

상기  WBD모뎀(222)에서  디지탈화된  신호를  제어장치(206)에서  받아  호출한  다이얼번호가  해당 카폰
임이  인식되면,  상기  모드  1이  세팅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제3입출력라인(263)을  통해  제어신호를 발
생한다.   상기  발생한  제어신호가  음성합성회로부(223)의  음성합성기(252)에  입력한다.   상기 음성
합성기(252)에서는  어드레스신호를  발생하여  제1메모리(251)내  저장된  상기  모드  1  메세지  데이타를 
리드하도록 지정한다.

상기  제1메모리(251)에서  리드된  음성데이타는  음성합성기(252)에서  음성합성  조건에  따라  합성하여 
제1저역통과  여파기(253)에  입력된다.   상기  제1저역통과여파기(253)에서는  상기 음성합성기(252)에
서  음성합성시  발생된  샘플링  고주파잡음을  제거한  후  제2가산기(208)  및  무선송신기(207)를  통해 
듀플렉셔(201)를  지나  안테나(ANT)로  송출하면  상대편  호출자가  상기  모드  1  메세지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되고,  응답측  사용자의  행선지를  알수  있으므로  긴급사항이  있을시  응답된  전화번호로  다시 
다이얼링하여 통화할 수 있다.

제어장치(206)에  모드  2가  세팅되어  있을  경우  호출을  위한  WBD신호가  안테나(ANT)와  듀플렉셔(201) 
및 무선수신기(202)를 통하여 WBD모뎀(222)에서 디지탈화된다.

상기  디지탈화된  신호는  제어장치(206)에서  인식하여  해당번호와  일치되면  상기  세팅한  모드  2 세팅
여부를  체킹한후  이를  확인하여  제어장치(206)에서는  음성합성회로부(223)의  제1메모리(251)의  모드 
2  메세지  데이타를  읽기  위해  음성합성회로부(223)의  음성합성기(252)에  제어신호를  인가한다.   상
기  음성합성기(252)에서는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제1메모리(251)로  상기  모드  2의  음성데이타를 리
드할 수 있도록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한다.

이때  제1메모리(251)에서  모드  2의  해당  음성데이타가  출력되어  상기  음성합성기(252)에서  음성합성 
조건에 따라 합성되어 제1저역통과여파기(253)에서 고역 잡음이 필터링된다.

상기  제1저역통과여파기(253)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상기  모드  1의  송출방법과같이  제2가산기(208)를 
통해  무선송신기(203)와  듀플렉셔(201)를  지나  안테나(ANT)로  송출된다.   상기  모드  2의  메세지를 
받은후  상대편이  캐패드(210)를  통해  호출자의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른후  눈표(*)키를  누르면 안테
나(ANT)와 듀플렉셔(201)와 무선수신기(202)를 통해 수신되어 WBD모뎀(222)에서 디지탈화된다.

상기  WBD모뎀(222)에서  디지탈화된  신호가  제어장치(206)에  입력되면  제어장치(206)의  처리에  의해 
상기  입력된  전화번호를  제어장치(206)내의  소정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며,  디스플레이장치(도시하지 
않았음)로 걸려온 전화번호의 갯수를 숫자로 표시된다.

이때  상기  카폰사용자가  부재에서  돌아와  기억된  전화번호  및  자기  전화번호를  다시  표시하려고 사
용되는 소정키(RCL)를 입력하면 상기 저장된 전화번호가 리드되어 디스플레이장치로 표시한다.

이때 사용자는 호출한 곳 즉, 상기 표시된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여 통화할 수 있게된다.

상기  제어장치(206)에서  모드  3이  세팅되어  있을  경우  상술한  바와같이  WBD모뎀(222)에서  디코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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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데이타가  해당카폰을  호출하는  신호이면  제어장치(206)는  음성  합성회로부(223)의 음성합성
기(252)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음성합성기(252)를  제어한다.   상기  음성합성기(252)가 제1메모
리(251)로부터  모드  3의  메세지  데이타를  선택하여  리드할  어드레스신호를  발생한다.   즉  상기 어드
레스 신호에 의해 모드 3의 메세지 데이타를 제1메모리(251)로 부터 리드한다.

상기  제1메모리(251)로부터  리드한  음성  데이타를  음성합성기(252)에서  음성합성  조건에  맞게 합성
하여  아나로그  신호로  변환한후  제1저역통과여파기(223)에서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상기  출력한 모
드  3의  메세지를  제2가산기(208)  및  무선송신기(207)와  듀플렉셔(201)를  통해  안테나(ANT)로 송출된
다.   상기  모드  3의  음성메세지를  듣고  호출자가  샤프(#)키를  누르면  상기  샤프(#)키에  해당하는 
DTMF신호가  안테나(ANT)와  무선수신기(202)를  통해  수신하여  WBD모뎀(222)에서  디코딩되어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된다.   상기  WBD모뎀(222)에서  디지탈화한  데이타가  제어장치(206)에서  처리되어 제1
입출력  라인(261)를  통해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제1입출력라인(261)를  통한  제어신호가  음성 
분석 및 합성회로부(235)의 음성분석/합성기(242)에 입력된다.

상기  음성분석/합성기(242)는  상기  제어장치(206)으로부터  입력된  제어  명령어  신호에  의해 상대방
으로부터 입력되는 용건 메세지를 분석할 모드가 된다.

이때  호출자로부터  부재중인  카폰  가입자에게  남길  20초간  발생한  메세지가 음성분석/합성기(242)에
서  처리되어  제2메모리(241)에  남기게  되는데,  상대편에서  발생된  부재중인  가입자에게  전할 메세지
는  안테나(ANT)와  무선  수신기(202)를  통해  수신되고,  상기  수신된  메세지가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
부(221)의  제2저역통과여파기(243)로  입력된다.   상기  제2저역통과여파기(243)에서는  수신시  발생된 
고주파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분석/합성기(242)에  입력된다.   상기  음성분석/합성기(242)에서는 상
기  메세지를  ADM방식으로  분석하여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한후  제2메모리(241)를  제어하여  해당 위치
에  상기  상대방의  전할  메세지가  저장된다.   그리고  부재중인  사용자가  녹음된  음성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된 횟수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표시한다.

상기  부재중이었던  카폰  사용자가  돌아와  녹음된  음성메세지를  듣고자  할때  캐패드(210)를  통해 소
정키(메세지  +  *)를  키에  의하면  제어장치(206)에  입력되어  상기  제어장치(206)에서  상기  키를 체킹
하여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부(221)의  음성분석/합성기(242)로  상기  기록된  메세지를  읽기  위해 제어
신호를 인가한다.

상기  제어신호를  받은  음성  분석/합성기(242)는  제2메모리(242)를  리드(Read)모드로  지정하고  읽을 
남겨진  메세지  데이타를  선택한다.   이때  상기  제2메모리(241)에  저장된  상기  남겨진  메세지 데이타
를  상기  음성분석/합성기(242)에서  읽어와서  ADM방식의  음성  합성조건에  따라  합성하여  아나로그 신
호로  변환한다.   상기  합성된  음성메세지는  합성시  발생된  샘플링  고주파  잡음등  불필요한  신호를 
제3저역통과여파기(244)에서 제거한후 제1가산기(203)를 통해 수신 오디오회로(204)에 입력된다.

따라서  부재중이었던  사용자는  상기  전화온  메세지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즉,  모드  1-모드 
3의 선택 설정에 따라 카폰에서 부재중이더라도 통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제4도  제4a도-제4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3도의  구체회로도로서,  제4도를  편의상  제4a도  및 제4b도
로  분리하는데  있어  하나의  도면으로  보기위해  알파벳(A)-(W)로  라인상  대응되도록  표시하였음을 밝
혀둔다.   IC10은  EPROM으로  제1메모리(251)에  대응되는  것이며,  이는  상기  모드  1-3별  해당  음성 메
세지  데이타가  수록되어  있으며,  상기  EPROM(IC10)의  어드레스  버스(A0-A14)가  음성  합성 집적회로
(IC7)의  어드레스버스(A0-A14)와  연결되고,  상기  EPROM(IC10)의  출력단(00-07)이  상기  음성합성 집
적회로(IC7)의  데이타입력단(DT1-DT7)에  연결되어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서  발생되는 어드
레스 신호에 의해 음성 메세지모드 1-3가 선택되어 해당 음성 메세지 데이타가 발생된다.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와  EPROM(IC10)의  동작을  위해서는  제어장치(206)의  제어에  의해 동작

되는  것으로  우선 칩인에이블( )에  의해  선택되는  제4도(4b)의  연결부(200)의  단자(A2-A5)를  통해 

데이타  버스(D0-D3)와  연결되고,  연결부(200)의  단자(B1,B2)의  리드/라이트 제어단( )이 리드

/라이트 인에이블단( )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어장치(206)가  EPROM(IC10)의  메세지  저장 정

보를  인식하고  있어야만  사용자의  선택시  제대로  선택될  수  있으므로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라

이트 인에이블단( )을  제어하고  데이타  버스(D0-D3)를  통해  EPROM(IC10)의  메세지  정보를  읽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한다.   이때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는  EPROM(IC10)으로부터  메세지  저장  정보를 

읽어오고  다시  제어장치(206)에서  리드 인에이블단( )을  제어하고  데이타버스(D0-D3)를  통해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서  읽은  메세지  정보를  제어장치(206)에서  인식하기  위해  명령어  데이타를 
주면,  상기  메세지  정보가  상기  데이타  버스(D0-D3)를  통해  제어장치(206)에  전송된다.   상기 데이
타 버스(D0-D3)는 양방향 버스임을 밝혀 둔다.

상기  데이타버스(D0-D3)를  통해  읽은  기록  정보로부터  상기  제어장치(206)는  EPROM(IC10)에  어떤 메

세지가  기록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리드/라이트 인에이블단( )은  주로 

제어장치(206)와  상호  명령어  및  데이타  전송을  하기  위한  제어단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제어장치
(206)에  연결된  키패드(210)에서  메시지  모드  선택에  있고  제어장치(206)가  메세지를  출력할  시점이 

되면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라이트 인에이블단( )이  제어되고  데이타  버스(D0-D3)에  메세지 

선택  명령어  데이타를  쓰면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서는  EPROM(IC10)에서  해당  메세지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DT1-DT7)를  통해  읽어  합성하여  메세지  출력단(DA0)으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합성 집
적회로(IC7)의 다른 단자는 접지시켜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의  데이타  입력단(DT0-DT7)으로  입력되어  합성되는  메세지  데이타는 
LPC합성방식으로  음성이  합성된다.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
KS5901A”이면  가능하며,  상기  “KS5901A”는  CPU모드와  매뉴얼모드가  두가지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상기  CPU모드는  마이크로  컴퓨터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음성합성기(252)를  구현한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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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발명에서  이를  이용하였다.   매뉴얼모드는  “KS5901A”의  모든  동작  및  합성조건의 외부스위
치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상  “KS5901A”의  상세한  기능  및  특징설명은  “전자과학지”  1987년  6월호의  111페이지에서 114
페이지와  “삼성전자사”발행  데이타북  185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리
고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주변에  결합된  코일(L1)과  캐패시터(C12)는  전원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디커플링  회로이며,  다이오드(D1)와  캐패시터(C12)는  초기  전원  인가시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

(IC7)에 자동적으로 리세트 신호가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1저역통과여파기(253)는  상기  음성  합성집적회로(IC7)의  9비트  R-2R  D/A(Digital/Analog)변환 출
력단(DA0)에  저항(R4)과  캐패시터(C11)로  구성된  저역통과필터와  저항(R3)과  캐패시터(C12)로 구성
된  저역통과필터를  2단으로  직렬로  구성되어  합성시  발생된  고주파  잡음이  제거되어  저항(R5)을 통
해 연결부(200)의 단자(B10)로 출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WBD모뎀(222)는  상기  무선전화기(202)의  출력신호  즉,  상대편의  음성메세지와  WBD신호가  수신되는 
단자(B9)가  DTMF리시버(IC6)의  아나로그  입력단(AIN)과  연결되어  수신되는  WBD신호를  수신하여 디지
탈  데이타로  변환한후  데이타라인(D0-D4)을  통해  데이타버스가  되는  단자(A2-A9)를  통해 제어장치
(206)로 입력되도록 구성된다.

상기  제어장치(206)가  DTMF리시버(IC6)에서  디지탈화된  WBD디지트  디지탈  데이타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의  상태나  다음  메세지의  출력을  위해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음성  메세지  출력  끝이라고 

신호를  알리는 ( )단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단자(B7)를  통해  버스  드라이버(IC8)의  게이트 
인에이블단(IG)을  인에이블하여  입력단(IA1,IA4)과  연결된  DTMF리시버(IC6)의  데이타 벨리브단(DV)

과  입력단(IA2)와  연결된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단과  연결되어  제어장치(206)에서  상기 
게이트  인에이블단(IG)을  인에이블할시  상기  감지신호를  드라이빙하여  데이타버스(D4-D6)를  통해 제
어장치(206)에서  읽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제어장치(206)는  DTMF리시버(IC6)의 데이타버스
(D1,D2,D4,D8)를  통해  WBD신호를  수신하되,  데이타  벨리드단(DV)의  출력으로  버스  드라이버(IC8)를 
입력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DTMF리시버(IC6)에  연결된  크리스탈 발진기(X-
TAL)는 상기 DTMF리시버(IC6)의 기본클럭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음성  분석/합성기(24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결부(200)의  단자(B1,B2)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어장치(206)의  CPU의  리드/라이트 제어단( )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음성 기록/재

생  집적회로(IC5)의  리드/라이트 제어단( )과  상기  음성  합성집적회로(IC7)의  리드/라이트 인

에이블단( )과  연결되어  음성분석  및  합성을  위해  제어장치(206)가  명령어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D0-D7)에  라이트하거나  제어  명령어  신호를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나  음성  기록/재생 집
적회로(IC5)에서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때 사용된다.

그리고  단자(B3)는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칩인에이블단( )과  연결되고,  단자(B4)는  음성 기록

/재생  집적회로(IC5)의 칩인에이블단( )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제어장치(206)가  모드에  따라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나 음성 기록/재생집적회로(IC5)를 선택하도록 칩인에이블시킨다.

단자(B5)는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와  음성기록/재생집적회로(IC5)의  클럭단(XIN,CX1)과 연결
되어  제어장치(206)에서  발생되는  640㎑의  기본  동작클럭신호가  인가된다.   단자(B6)은  접지되고, 
단자(B8)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받아  음성  기록/재생회로(IC5)에서  디램(DRAM1-DRAM4)에 
저장했던  것을  부재에서  돌아와  재생시  제3저역통과여파기(244)를  통해  출력되는  메세지 출력라인이
다.   단자(B9)는  상기  무선수신기(202)로부터  수신되는  호출  WBD신호  및  상대방  메세지가  입력되는 
라인이고,  단자(B10)는  부재시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로부터  합성된  상대방으로  송출되어 제1저역
통과필터(253)을 통해 필터링하여 출력되는 라인이다.

단자(A1)는  전원단(Vcc)이  연결되고,  단자(A10)은  접지되며,  노드(A2-A9)는  제어장치(206)의  CPU의 
데이타  버스(D0-D7)와  연결되고,  상기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의  데이타  라인(D0-D7)과 연결되
어  제어장치(206)의  CPU제어모드에서  데이타를  입력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즉  제어장치(206)의 CPU
와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간의  데이타  및  코멘드를  양방향으로  입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의  음성신호  입력단(C2)과  단자(B9)간에 제2저역통과여파기(24
3)가  연결된다.   이는  단자(B9)로부터  저항(R13)을  연결하고,  이에  병렬로  캐패시터(C25)를 접속하
여 입력음성신호에 실려있는 고주파 잡음을 저역에서 필터링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캐패시터(C1,C27)는  입력  음성신호에  대해  안정화되도록  기준전압을  유지하며,  캐패시터(C24)는 내
장된 마이크 앰플 커플링용 캐패시터이고, 그리고 상기한 이외의 저항(R14,R1)과 캐패시터
(C2,C3,C20,C25),  저항(R14)은  상기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를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
되는  소자이며,  상기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는  일본  “도시바”사의  “T6668”이면,  본 발명
의 기본 기능 수행이 가능해진다.

상기  제2메모리(24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디램(DRAM1-DRAM4)을  4개  사용하여  데이타 입

출력단(DOUT,DIN)과  어드레스  비스(A0-A8)  및 라이트인에이블단( )을  공통으로  가진다.   그리고 

또한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단( )을  공통으로  가지지만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단( )은  상기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  의해  각각  제어되도록 단과  별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리고  상기  디램(DRAM1-DRAM4)의  데이타  입출력단(DO,DI:Dout,Din)는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의 
데이타  입출력단(Dout,Din)과  연결되어  있다.   상기  데이타  입출력단(Dout,Din)을  통해  상대편에서 
발생된  응답측  가입자에게  전달한  메세지를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  입력하면  상기 음성기
록/재생  집적회로(IC5)에서  분석하여  데이타  출력단(Dout)를  통해  디램(DRAM1-DRAM4)에  기록하고, 
재생시  상기  디램(DRAM1-DRAM4)의  데이타  입력단(DIN)을  통해  리드되어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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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5)에서  상기  음성  메세지를  합성하여  제3저역통과여파기(244)에서  고주파  잡음이  필터링되어 단
자(B8)를 통해 제1가산기(203)으로 입력토록 구성된다.

상기  제3저역통과여파기(244)는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의 음성신호출력단(FILOUT)으로
부터  저항(R6),  캐패시터(C14)와  저항(R7),  캐패시터(C15)  저항(R8),  캐패시터(C16)를  각각 저역통
과필터로  구성되어  있되,  직렬의  3단  저역통과필터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3단  구성  저역통과필터 
출력이  연산증폭기(IC9A)의  비반전단(+)에  인가되도록  연결한다.   상기  연산증폭기(IC9A)의 출력단
에  저항(R9),  캐패시터(C17)와  저항(R10),  캐패시터(C18),  저항(R11),  캐패시터(C19)를  각각 저역통
과  필터로  구성되어  있되,  직렬의  3단  저역통과  필터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상기  3단구성 저역
통과필터의 출력단에 캐패시터(C29)를 접속하여 상기 단자(B8)에 연결된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세지  모드  설정흐름도로서,  메세지  모드  설정에  따른  명령어인가를 체킹
하는  제1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서  메세지모드  설정  명령어일때  메세지  모드선택키를  입력하는 제3
과정과,  상기  제3과정에서  메세지  입력한  키가  모드  1일때  이동할  곳의  부재시  알릴  전화번호가 기
록되어  있는가를  체킹하여  이미  기록되어  있을때에만  메세지모드  1를  설정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3
과정에서  입력키가  메세지모드  1이  아닐때  메세지모드  2에  해당하는  키인가를  체킹하여  모드  2일때 
메세지모드  2를  설정하는  제5과정과,  상기  제3과정에서  입력한  키가  메세지  모드  3일때  메세지  모드 
3를  설정하고  상기  메세지모드  1-3도  아닐때  상기  메세지모드키를  다시  체킹하여  설정하는 제6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메세지모드  1-3은  상술한  모드  1-3의  메세지  내용을  부재중에  들어갈려는  카폰  사용자는 키패
드(210)를  통해  조작을  하면  이를  제어장치(206)에  의해  설정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장치로 프로그
램한 행선지의 전화번호 및 선택모드가 표시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세지  출력  흐름도로서,  상대편으로부터  전화가  호출되었을때  부재중 메세
지를  위한  기능이  설정되었나를  체킹하여  메세지모드  1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모드  1의 메세
지  내용을  안내방송하도록  제어하여  상대방이  후크온하여  통화가  끝날때까지  부재중에  따른 메세지
를  전달하고  통화가  끝났을시  안내방송을  중지하며,  메세지  모드  2가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모
드  2의  내용을  안내방송을  하도록  제어한  후  상대편의  전화번호의  키데이타를  받아  저장하고, 여기
서  키  데이타  저장하던중  눈표(*)키가  입력되었을때  통화를  종료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에서 
메세지모드  3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될시  모드  3의  내용을  송출하도록  제어하고  이어서 샤프(#)키
가  입력될시  이후  입력되는  상대편  음성  메세지를  녹음하여  통화를  완료하는  제2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본  발명에서는 상기 모드 1-3를  선택에 따라 항상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제7도는 본 발명에 따
른  제6도의  메세지모드  1-3의  내용  송출  구체  흐름도로서,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서  음절이 끝
(End  of  Speech)인가를  체킹하는  과정과,  상기  음절이  끝일때  해당  메세지가  저장된  테이블의 메세
지  끝(End  of  Message)인가를  체킹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메세지  테이블의  끝일때  다른  기능 
수행을  위해  리턴되고  끝이  아닐때  다음  인덱스  어드레스를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로  로딩하여 이
에  기록되어  있는  조건과  문장번지의  데이타를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로부터  읽어들이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로부터  조건  및  어드레스  데이타를  읽어들인후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로  음성합성에  따른  조건  데이타와  문장번지를  지정하여  음성  메세지  데이타를 음성합
성기(252)에  의해  읽어와서  합성하도록  제어하는  과정과,  상기  과정에서  합성이  완료된후  실제로 음
성신호가 송출되도록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로 시작 코멘드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6도의  메세지  녹음의  구체흐름도로서,  전화호출의  있고  모드  3의  메세지 
내용을  송출한  후  샤프(#)키의  입력을  받고  녹음시작  명령어를  음성분석/합성기(242)로  전송하는 녹
음시작  코멘드  전송과정과,  상기  녹음시작  코멘드  전송과정의  명령어를  전송한  후  상대편으로부터 
입력되는  메세지를  녹음하는  녹음과정과,  상기  녹음과정으로부터  통화종료  유무  및  녹음시간이  20초 
경과했나를  체킹하는  상태체킹과정과,  상기  상태체킹  과정에서  통화종료나  녹음시간이  20초 지냈을
때  정지코멘드를  음성분석/합성기(242)로  전송하는  정지명령어  전송과정과,  상기  정지명령  전송과정 
수행후 녹음횟수를 계산하여 저장 및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재생처리  흐름도로서,  부재중  남겨진  메세지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과, 상
기  과정에서  해당  메세지  선택이  있을시  정상  동작(Normal  Operation;  NOP)  시작  코멘드를 음성분석
/합성기(242)로  전송하여  상기  선택된  메세지를  재생토록  제어하는  과정과,  상기  재생이  시작되어 
재생이  완료되었을시  정지  코멘드를  상기  음분석  및  합성기에  입력하여  처리를  완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구체적  일실시예를  제4도-제9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모드  1-3별로 음성
메세지용  데이타가  제4도  EPROM(IC10)에  기록되어  있을시  제어장치(206)와  음성합성 집적회로(IC7)
와의  정보  교환에  의해  상기  기록된  메세지  정보를  제어장치(206)가  인식할  수  있어  이를 디스플레
이  장치를  통해  표시하면  부재에  들어갈려는  카폰  사용자가  카폰의  키패드(210)를  통해  소정키를 입
력하면  제2도의  키패드(210)를  통해  상기  모드  1-3중  하나가  제어장치(206)에  설정되어질  수  있다.   
특히 메세지모드 1일 경우는 사용자가 이동할 곳의 전화번호를 미리 기억시켜야 한다.

이때  디스플레이  장치로  부재중  사용자의  행선지가  전화번호로  디스플레이된다.   카폰의 키패드
(210)를  통해  메세지  선택키를  입력하면(예  :  MSG+1)(5a)과정에서  제어장치(206)에서  메세지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기능  키인가를  체킹한다.   상기  (5a)과정에서  메세지  모드  선택키의  입력을  받아 
(5c)과정에서 메세지모드 1에 대한 선택키인가를 체킹한다.

상기  (5c)과정에서  메세지모드  1일때  (5d)과정에서  부재에  들어갈려는  카폰  사용자가  다음  이동할 
곳의  상기  행선지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제어장치(206)의  내부  메모리로부터  읽어 체킹한
다.

상기  (5d)과정에서  이동할  곳의  전화번호가  기억되어  있을때  제2도의  제어장치(206)의  (5e)과정에서 
메세지  모드  1의  기능이  설정된다.   이때  디스플레이장치를  통해  예를들어  “MSG1”이라고  표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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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상기  (5b)과정에서는  메세지  모드  2에  대해  키입력이  있을때(MSG+2)(5c)과정에서는  메세지  모드  1이 
아니므로  (5g)과정에서  체킹되어  (5h)과정에서  상기  지정한  모드  2로  세팅되며,  디스플레이장치로 
“MSG2”로  표시된다.   한편  상기  (5c)과정에서  메세지모드  3에  대해  키  입력이  있을때(MSG+3) 메세
지  모드  1  또는  2가  아니므로  (5i)과정에서  체킹되어  (5j)과정에서  메세지모드  3를  제어장치(206)의 
소정  메모리에  설정할  수  있게되며,  디스플레이장치로  “MSG3”로  표시된다.   상기  선택에  의해 모
드 설정 후에 메세지 테이블의 모드설정 완료임을 알리기 위한 플랙비트가 세팅된다.

상기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부재중  안테나(ANT)와  무선수신기(202)를  통해  호출  신호가 WBD모뎀
(222)에서  디지탈화되어  제어장치(206)에  입력될시  체킹한  결과  해당  카폰을  호출하는  디지트이면 
즉,  (6a)과정에서  카폰전화  호출일때  (6b)과정에서  자동  메세지기능  서비스를  위한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제어장치(206)에서  체킹한다.   즉  제5도의  모드  1-3중  어느  모드가  세팅되어 있는가(60b1-
60b3)를 체킹한다.

예를들어,  (60b1)과정에서  모드  1이  세팅되어  있을때  (6c)과정에서  EPROM(IC10)에  있는 “안녕하세
요/*/*/*/-*/*/*/*/번입니다.   지금  부재중이오니  긴급사항이  있으실  경우/*/*/*-*/*/*/*/번으로 걸
어주시면  통화하실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의  내용을  호출측으로  송출되어야  하는데,  모드  1의 
메세지가  송출되는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어장치(206)가  상기  모드의  메세지를  송출하기 위해

서는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칩인에이블( )을  제어하고,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라이

트 인에이블단( )을  “로우”하고,  데이타  버스(D0-D3)를  통해  메세지  선택에  따른  명령어 데이

타를  쓰면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서  EPROM(IC10)의  상기  모드  1의  메세지  데이타를  합성한후 메
세지 출력단(DA0)으로 출력한다.

즉,  상기  모드  1의  메세지를  송출시  제4도의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음성신호끝단(EOS)을  통해 
발생되는  상태신호를  버스드라이버(IC8)를  통해  받아  드라이빙하여  제어장치(206)에서  EOS인가를 체
킹하기  위해  단자(B7)를  “로우”로  하면  상기  EO신호가  데이타버스(D4-D7)에  실려  제어장치(206)에 
전송된다.  상기 메세지 내용중 슬레쉬(“1”)가 EOS의 발생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EOS는  숫자에  대해서는  EOS의  신호가  각각  발생되고,  상기  숫자외의  소정음절로  이루어진 어절
일때  EOS가  발생된다.   모드  1의  경우  “안녕하세요”에서  하나의  EOS가  발생되고,  숫자가  또는 기
오(*,-)에서  각각  EOS가  발생되며,  이후  “번입니다.   지금  부재중이오니  긴급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서  EOS가  발생되고,  또  숫자가  되는  기호(*,-)에서  각각  EOS가  발생되며,  “번으로  걸어  주시면 
통화하실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에서  또  EOS가  발생되어  모드  1에서  19개의  EOS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상기 EOS는 EPROM(IC10)에 상기 규칙대로 저장시켰기 때문에 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EOS의  발생에  따라  제어장치(206)가  음성합성  송출에  따른  제어를  하는데,  단자(B)를 
“로우”로  하고  버스드라이버(IC8)의  출력단의  데이타버스(D4-D7)이  데이타를  읽어  (7a)과정과 같
이  EOS신호가  있을때  (7b)과정에서는  상기  메세지  모드  설정시  세팅된  메세지  테이블  끝(EOMT)을 체
킹하기 위한 플랙 비트를 체킹한다.

상기  (7b)과정에서  EOMT일때  다른  기능  실행을  위해  리턴되지만  EOMT가  아닐때(메세지  모드설정 끝

이  아닐때)(7c)과정에서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라이트 인에이블단( )을  엑티브한다.   그리고 

노드(A2-A5)와  연결된  데이타버스(D0-D3)에  다음  인덱스를  지정하기  위한  데이타를  쓸시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  로딩한다.   이때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는  상기  입력된  코멘드  데이타에  따라 해
당 처리를 실행한다.

이후  (7d)과정에서  제어장치(206)의  CPU는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리드 인에이블단( )을 

제어하고  상기  데이타(D0-D3)에  조건  데이타를  읽기  위한  코멘드  데이타를  쓸시  음성합성 집적회로
(IC7)로부터  상기  데이타버스(D0-D3)를  통해  음성합성을  위한  조건  데이타가  제어장치(206)로 입력
된다.

상기  (7d)과정에서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로부터  음성합성에  따른  정보(파라메타)데이타를  받은 제
어장치(206)는  상기  음성합성에  따른  상기  파라메타  특성  정보를  프로그램에서  처리되는  결과에 따
라  설정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조건  및  지정  데이타를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에 입력한
다.   이때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는  상기  조건  및  지정데이타에  따라  EPROM(IC10)을  제어하여  상기 
모드  1에  해당되는  데이타를  EPROM(IC10)으로부터  차례로  읽어  LPC방식으로  합성한다.   (7f)과정에
서  제어장치(206)가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  상기  합성된  음성신호를  출력토록  시작  코멘드를 인
가하면  EOS단위로  구성된  음성신호가  제7도의  루핑을  돌면서  순차적  합성되어  출력된다.   즉,  상기 
모드  1일  경우  EOS가  19회이므로  19회  루핑이  되며,  이는  (7b)과정의  메세지  테이블  끝에  해당하는 
비트가 체킹될때까지 메세지 음성을 합성하여 출력된다.

상기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에서  합성된  신호는  제4도의  저항(R4)  캐패시터(C11)  및  저항(R2) 캐
패시터(C12)에  의해  2단으로  구성되어진  제1저역  통과  여파기(253)을  통해  저역  필터링하여  합성시 
발생된  고주파  잡음을  제거한다.   상기  제1저역  통과  여파기(253)에  대해  입출력  전달함수는 다음식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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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 S=jw대입

상기  (1)-(3)식에서  저항(R4)는  1.2㏀,  저항(R1)은  12㏀,  캐패시터(C11)는  4700PF정도이고,  C12는 
3700PF정도의  값을  선택하면  본  발명에서  원하는  차단주파수의  3.3㎑내에서  2개의  폴을  갖는  특성을 
얻어낼  수  있다.   상기  제1저역  통과  여파기(253)를  통과한  신호가  상기  제2출력단(234)과  연결된 
단자(B10)를  통해  출력된다.   상기  출력이  제2도의  제2가산기(208)와  수선송신기(207)를  통해 듀플
렉셔(201)와  안테나(ANT)로  송출되어  부재중에  따른  메세지를  전달한다.   예를들어  호출측  가입자가 
본  발명과  같은  카폰  구성일  경우 안테나(ANT)→듀플렉셔(201)→무선수신기(202)→제1가산기(203)→
수신오디오회로(204)로 수신되는 경우가 된다.

상기한  동일한  방법으로  (6a)과정에서  해당  카폰이  호출되어  (6b)과정에서  제어장치(206)에서 체킹
된  결과모드가  (60b2)과정에서  모드  2에  해당된  것과  일치될  경우  (6d)과정에서  제어장치(206)는 제
4도의 음성합성 집적회로(IC7)를  제어하여 EPROM(IC10)에  저장된 “안녕하세요.   *  *  *  -  *  *  * *번
입니다.  지금 부재중이오니 신호음을 들으신 후 귀하의 전화번호와 눈표(*)키를 차례로 
누르십시요.  기억된 귀하의 전화번호로 전화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음성데이타를  리드하여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에서  음성합성한  후  송출된다.   모드  2도  역시 제7도
의  흐름도에  따라  제어장치(206)의  제어에  의해  합성되어  송출된다.   모드  2에서  EOS는 “안녕하세
요”에서  EOS가  하나  발생되고,  전화번호  숫자  “*  *  *  -  *  *  *  *”에서  각각  EOS가  8개  발생되며 
“번입니다”부터  “감사합니다”까지  EOS  1개  발생되어  총  10개의  EOS가  발생된다.   모드  2도  또한 
부재중에  들어  갈려는  사용자의  모드  2를  세팅하면  메세지  테이블  끝을  체킹하기  위한  플랙이 세팅
하고,  제7도의  흐름도에  따라  EOS발생을  제어장치(206)에서  순차적으로  체킹하여  모드  2에  대한 안
내방송을 한다.

상기  모드  2를  방송한후  상대방이  눈표(*)키를  눌리고  자기의  전화번호를  남기고자  할  경우 단자
(B9)로부터  상대편  전화번호가  WBD신호로  수신되어  DTMF리시버(IC6)에서  디지탈화하여 제어장치

(206)에 입력되는데, 이를 (6h)과정에서 상기 입력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즉  상기  모드  2시  (6h)과정에서  제어장치(206)가  메세지  송출후  키입력을  받아  인식키  위해서는 단
자(B7)를  “로우”로  하여  버스드라이버(IC8)를  열고,  DTMF리시버(IC6)를  인에이블하여  상기 단자
(B9)를  통해  수신되는  WBD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후  데이타버스(D1,D2,D4,D8)를 통
해  상기  제어장치(206)의  소정  영역에  (6i)과정에서  기록하고,  상기  키데이타  입력으로부터 눈표
(*)키의  입력인가를  체킹한다.   (6j)과정에서  눈표(*)키  값의  입력이  인식되면  상대방의  후크 온/오
프에 관계없이 (6k)과정에서 통화를 종료시킨다.

이에  따라  제어장치(206)는  입력되어  저장된  전화번호에  따라  디스플레이장치를  통해  저장횟수를 표
시한다.   모드  2를  세팅한  상태에서  부재로부터  돌아와  키패드(210)에서  리콜키(RCL)와  X+Y키를 입
력하면  제어장치(206)가  이를  인식하여  제어에  의해  상기  표시된  기억된  횟수에  따라  리드되어 순차
적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시된다.   (6a)과정에서  전화호출이  있고  상술한  방법으로  (6b)과정에서 
체킹한  모드가  모드  3에  대한  정보로  (60b3)과정에서  체킹될시  (6e)과정에서  제어장치(206)가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를  제어하여  EPROM(IC10)에  내장된  “안녕하세요.   *  *  *  -  *  *  *  *번입니다.   
지금  부재중이오니  통화하실  말씀이  있으실  경우  신호음을  들으신  후  샤프(#)키를  누르시고  20초 내
에 용건을 말씀해주시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에서  LPC방식으로  합성하여 상대편으
로  송출토록  제어하되,  상술한  동일  방법으로  제7도에  따라  EOS를  체킹하면서  실행한다.   상기 송출
된  신호음을  듣고  상대편이  샤프(#)키를  누르면  제어장치(206)는  DTMF리시버(IC6)를  통해  입력되는 
샤프(#)키를  인식한후  제어장치(206)가  20초동안  입력된  용건  메세지를  분석하여  기록토록 음성기록
/재생집적회로(IC5)를 분석 모드로 제어한다.

상기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의  기록  모드설정을  제8도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8
도  (8a)-(8d)의  과정은  상술한  제6도의  (6a)-(6b),(6e),(6e),(6m)와  동일한  처리임을  밝혀두며, 
(8d)과정에서  제어장치(206)가  샤프(#)키를  인식하면  (8e)과정에서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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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세지 기록 시작코멘드를 전송한다.

상기  음성기록/재생  집적회로(IC5)는  기록모드로  지정되어  입력  음성신호를  녹음상태로  들어간다.   
이후  제어장치(206)는  (8g),(8h)과정에서  통화종료여부  및  녹음시간이  20초  지냈는가를  체킹한다.   
상기  (8g),(8h)과정에서  통화종료나  녹음시간이  20초가  지났을때  제어장치(206)는  음성기록/재생 집
적회로(IC5)로  정지  코멘드를  전송한후  상기  입력된  메세지의  녹음된  횟수를  계산하여 디스플레이장
치로  표시시킨다.   즉  상기  녹음시  상대방의  용건에  해당하는  음성신호는  단자(B7)를  통해  제4도의 
저항(R13)과  캐패시터(C25)로  구성된  제2저역통과  여파기(243)에서  필터링되어  입력단(C2)으로 입력
되어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서 ADM방식으로 분석된다.

제4도의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IC5)에서 분석되어 디지탈화된 음성데이타는 디램(DRAM1-
DRAM4)에  기록되도록  한다.   상기  모드  3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술한  방식으로 노드(B9)
를  통해  입력된  DTMF신호가  디지탈화되어  제어장치(206)으로  입력된다.   (6a)과정에서 제어장치
(206)가  해당  카폰의  호출음이  체킹되면  메세지  설정  기능이  설정되었는가를  (6b)과정에서  체킹하고 
(60b3)과정에서  상기  모드  3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체킹한다.   상기  (60b3)과정의  체킹에서  모드  3의 
설정에  따른  값과  일치되면  (6e)과정에서  상술한  방법으로  제7도의  흐름도에  따라  EOS를  체킹하면서 
상기  모드  3의  음성  메세지를  EPROM(IC10)으로부터  읽어와서  음성  합성  집적회로(IC7)에서 LPC방식
으로 합성하여 송출한다.

상기  송출된  신호를  듣고  상대방의  부재중인  카폰사용자에게  필요한  메세지를  남길  필요가  있을 경
우  샤프(#)키를  누르고  20초내에  용건을  말하게  되는데,  상기  샤프(#)키를  상기  DTMF신호인식 방법
과  같이  제어장치(206)에서  수신되었냐를  (61)과정에서  체킹한다.   상기  제어장치(206)에서  샤프(#) 

키입력이  확인되면  단자(B4)를  통해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을 칩실렉터단( )을 인에

이블하고  상기  단자(B5)를  통해  640㎑의  시스템  클럭을  입력하고,  단자(B2)를  통해  “로우”신호가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의  라이트 제어단( )에  인가되고,  단자(A2-A9)를  통한 데이타버스

(D0-D7)를  통해  음성  기록/재생회로(IC5)의  음성분석  및  합성조건부여  및  기능선택을  위한  코멘드 
데이타가  라이트되어  상기  음성  기록/재생회로(IC5)에  입력한다.   이  과정이  제8도와  같이  기록 모
드지정  과정이  되며,  이와같은  방법으로  기록할  메세지가  있을시  마다  메세지가  기록된  후  메세지 
기록횟수가  디스플레이장치로  표시된다.   또한  상기  음성기록/재생회로(IC5)가  제어장치(206)의 제
어에  의해  준비가  완료된후  상기  단자(B9)를  통한  음성신호가  입력될시  제4도의  저항(R13)과 캐패시
터(C25)로  구성된  제2저역통과  여파기(243)에서  수신  음성신호의  고주파  잡음이  필터링된다.   상기 
제2저역통과필터(243)입출력 전달 함수는 구하면 다음과 같다.

주파수 응답 S=jw를 대입하면

상기  (4)-(6)식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저항(R13)의  값을  180㏀으로  설정하고,  캐패시터(C25)의  값을 
270PF으로  설정하면  본  발명에서  원하는  차단주파수가  3.3㎑이내이고,  1개의  폴(pole)가진  저역 통
과  필터의  특성을  충분히  얻어낼수  있다.   그리고  캐패시터(C1,C2,C24,C26-C27),  저항(R1)은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  내장된  OP앰프와  SCF회로의  기준  전압  안정화를  위해  접속되어 있
다.   그리고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서는  상기  입력된  상대편의  부재중인  카폰  사용자에게 
남길  음성  메세지를  ADM방식으로  분석하여  디지탈데이타로  변환하여  디램(DRAM1-DRAM4)에  저장할수 
있도록 변환한다.

즉,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서  입력된  전달한  음성  메세지의  변환이  완료되면  제4도의 

디램(DRAM1-DRAM4)의  라이트 인에이블단( )을  엑티브하고,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단( )을 엑

티브한후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단( )의  선택에  따라  어드레스  버스(A0-A8)를  통해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분석된  음성데이타를  디램(DRAM1-DRAM4)의  지정된  장소에 기록한다
(8f).   상기  (8g,8h)과정에서  상대방의  전화기  후크  온/오프  및  녹음시간의  20초  경과에  따라 통화
가 종료된다.

부재중이었던  카폰  사용자가  부재에서  돌아와  상기  모드  설정에  따라  제9도에  의해  처리되어 모니터
링해  볼수  있는데,  모드  3일  경우  디스플레이장치에  걸려온  전화의  녹음된  횟수가  숫자로 표시되므
로  소정키에  의해  메세지를  들어  볼수  있다.   메세지(MSG)와  눈표(*)키를  입력하면  제어장치(206)가 
(9a)과정에서  이를  체킹하여  (9b)과정에서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로  재생을  시작코멘드를 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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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는  부재중에  수신되어  디램(DRAM1-DRAM4)에  저장된  음성데이타를 
(9c)과정에서  읽어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서  ADM방식으로  합성한다.   상기  합성시 제
어장치(206)는  (9d)과정에서  재생시간이  끝났는가를  체킹하며,  끝났을시  정지코멘드를  음성 기록/재
생 집적회로(IC5)로 전송하여 재생이 완료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음성  기록/재생  집적회로(IC5)에서  합성된  음성신호는  출력단(FILOUT)을  통해  제4도의 저항
(R6,R7,R8),  캐패시터(C14,C15,C16)로  3단으로  구성된  저역통과  필터를  통해  출력되는데,  이때 합성
시 발생된 샘플링 잡음이 1차로 필터링한다.

상기  필터링신호를  연산증폭기(IC9A)에서  완충하고,  상기  완충된  신호를  저항(R9,R10,R11), 캐패시
터(C17,C18,C19)로  3단으로  구성된  저역통과  필터를  통해  합성시  발생된  샘플링  잡음을  2차에  걸쳐 
필터링시킨다.

상술한  제4도의  제3저역  통과  여파기(244)는  6개의  폴(Pole)을  갖고  차단주파수가  3.3㎑가  된다.   
상기  필터링된  신호를  연산증폭기(IC9B)에서  완충하여  캐패시터(C29)를  통해  제2출력단(235)이 연결
된  단자(B8)를  통해  출력된다.   상기  단자(B8)를  통한  신호는  제2도의  제1가산기(203)를  통해  수신 
오디오 회로(204)에서 부재중에서 수신된 메세지를 들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종래  카폰의  부재중  안내장치에  없는  음성분석  합성  회로를  부가함으로 
부재중  상대방으로부터의  호출한  전화번호  또는  음성  메세지를  선택에  따라  모두  저장  처리할  수 있
어  카폰사용자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기  음성  분석  합성회로를  반도체의  집적회로로 
구성하므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수신  오디오회로(204,209)  및  안테나(ANT)와,  상기  자동  응답에  따른  제어를  하는 제어장치(206)
와,  상기  안테나(ANT)에  접속되며  통한  송신과  수신을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송신할때에는 송신
출력으로부터  수신기를  보호하고  수신할때에는  수신신호를  수신기에  공급하도록  하는 듀플렉셔(20
1)와,  상기  듀플렉셔(201)에  접속되며  송신할  음성신호를  입력하여  RF신호로  송출하는 무선송신기
(207)와,  상기  듀플렉셔(201)에  연결되며  RF음성신호를  수신하는  무선수신기(202)와,  상기 무선수신
기(202)와  연결되며  수신되는  이중  복합주파수  신호를  디코딩하여  디지탈  데이타로  변환하는 WBD모
뎀(222)을  구비한  이동  무선전화기의  부재중  안내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206)의  제어를 받
아  상기  무선수신기(202)와  연결되어  수신되는  호출자의  용건  메세지를  분석하여  디지탈화한  후 기
록하고  상기  기록된  메세지를  재생하여  아나로그  신호로  합성하는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와, 상
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의  출력음성신호와  상기  무선수신기(202)의  수신음성신호를  가산하여 
상기  수신오디오  회로(204)에  입력하는  제1가산기(203)와,  상기  제어장치(206)의  제어선택에  따라 
모드선택에  따른  음성  메세지를  선택하여  LPC방식으로  합성에  의해  부재에  따른  메세지  신호를 발생
하는  음성  합성회로(232)와,  상기  음성합성회로(223)의  출력음성  안내메세지와  상기 송신오디오회로
(209)로부터  출력되는  통화용  음성신호를  가산하여  상기  무선송신기(207)에  입력하는 제2가산기

(208)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무선전화기의 부재중 안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부(221)가  상기  무선수신기(202)에서  출력되는  호출자의 용건
에  대한  음성메세지  신호의  샘플링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저역통과필터링하는 제2저역통과여
파기(243)와,  상기  제어장치(206)의  제1입출력라인(261)을  통해  발생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
저역통과여파기(243)의  저역필터링된  상기  호출자의  용건에  대한  음성  메시지  신호를  받아  음성의 
특성  파라미터에  따라  ADM변조방식으로  분석후  디지탈화시켜  저장하도록  준비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상기  디지탈화된  음성  메세지  데이타를  ADM방식으로  합성하여  재생하는 음성분석/합성기(242)
와,  상기  음성분석/합성기(242)의  제어에  따라  상기  호출자의  용건에  대한  디지탈화된  음성 메세지
를  보관하고  있는  제2메모리(241)와,  상기  음성분석/합성기(242)에서  재생된  상기  음성  메세지 신호
의  고주파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저역필터링하여  상기  제1가산기(203)에  입력하는 제3저역통과여파기
(244)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부재중 안내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2저역통과  여파기(243)가  상기  무선수신기(202)의  출력단으로부터  상기 제어장치
(206)의  연결부(200)의  단자(B9)를  통해  저항(R13)에  연결되고,  상기  저항(R13)으로부터 캐패시터
(C25)를 병렬 연결하여 접지시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무선 전화기의 부재중 안내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음성합성  회로부(223)가  상기  제어장치(206)의  제3입출력라인(263)을  통해 입력되
는  명령  제어신호에  의해  모드에  따른  음성  메세지  기록  정보를  상기  제어장치(206)로  전달하고 상
기  제어장치(206)의  명령  제어신호에  따라  호출자로부터  선택된  전달하고자  하는  음성  메세지를 LPC
방식으로  합성하여  출력하는  음성합성기(252)와,  상기  음성  합성기(252)에서  지정하는  선택  명령어 
신호에  따라  기  저장된  해당  음성  메세지  데이타를  출력하는  제1메모리(251)와,  상기 음성합성기
(252)에서  발생된  해당메세지의  음성신호를  저역에서  통과시켜  합성시  발생된  고주파잡음을 제거하
여  상기  제2가산기(208)에  입력하는  제1저역통과  필터(253)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
화기의 부재중 안내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1저역통과  필터(253)가  상기  음성합성  집적회로(IC7)의  출력단으로부터 저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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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연결되며,  상기  저항(R4)으로부터  캐패시터(C4)를  연결하여  접지시키고,  상기 저항(R4)으로부
터  저항(R2)을  연결하며,  상기  저항(R2)으로부터  캐패시터(C11)를  연결하여  접지시키고,  상기 저항
(R2)으로부터  저항(R5)을  연결하여  상기  연결부(200)의  단자(B10)를  통해  상기  제2가산기(208)의 입
력단에 연결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부재중 안내장치.

청구항 6 

음성합성  회로부(223)  및  제어장치(206),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를  구비한  이동  무선전화기에 
있어서  음성  메세지  출력방법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전호가  호출되었을때  부재중  메세지를  위한 
기능이  설정되었나를  체킹하여  모드  1,2일시  상기  모드  1,2메세지  내용을  송출하고  상기  모드  2에서 
상대편  전화번호를  남기는  제1단계(6a,6b,6c-6d,6f-6k)와,  상기  제1단계(6a,6b)에서  메세지  모드 
1,2가  아니고  메세지  모드  3가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모드  3의  내용을  송출하여  샤프(#)키가 입
력이  있으면  이후  입력되는  상대편  음성  메세지를  소정  시간동안  녹음하고  통화를  완료하는 제2단계
(6e,6l,6m)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안내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제2단계의  호출자의  메세지  녹음  과정이  상기  샤프(#)  키입력에  따라  녹음시작 명
령어를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로  전송하는  녹음시작  코멘드  전송과정(8e)과,  상기 녹음시
작  코멘드  전송과정(8e)의  명령어를  전송한후  상대편으로부터  입력되는  전달  용건  메세지를 녹음하
는  녹음과정(8f)과,  상기  녹음과정(8f)으로부터  통화종료  유무를  체킹하며  녹음시간이  n초 경과했나
를  체킹하는  상태  체킹과정(8h)과,  상기  상태  체킹과정(8h)에서  상기  녹음시간이  n초  지냈을때 정지
코멘드를  음성분석  및  합성기  회로부(221)로  전송하는  정지명령어  전송과정(8i)과,  상기  정지명령 
전송과정(8i)이  수행후  녹음횟수를  계산하여  저장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표시과정(8j)으로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안내방법.

청구항 8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11)와  제어장치(206)  및  키패드(210)를  구비한  이동  무선  전화기의  음성 메
세지  재생방법에  있어서,  상기  키패드(210)를  통해  입력된  상기  메세지키(MSG)와  눈표(*)키에  따라 
상기  제어장치(206)에서  메세지(MSG)와  눈표(*)키의  입력을  체킹하여  해당  키일때  재생시작 코멘드
를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로  전송하여  재생을  시작하는  재생과정(9a-9e)과,  상기 재생과정(9a-
9c)에서  재생시간이  끝났는가를  체킹하는  재생상태  체킹과정(9d)과,  상기  재생상태 체킹과정(9d)에
서  재생시간이  완료되었음이  체킹되면  정지코멘드를  상기  음성분석  및  합성회로(221)로  전송하는 정
지코멘드 전송과정(9e)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안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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