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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휴대 전화 장치와 같은 통신 단말 장치는 장치 본체, 선택 조작부, 조작 입력부, 표시부 및 콘트롤러를 갖는다. 장치 본
체는 스피커부와 마이크부를 갖는다. 선택 조작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통신 단말 장치의 복수의 모드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한다. 조작 입력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선택 조작부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하여 기능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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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표시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적어도 선택 조작부 및/또는 조작 입력부에 의한 선택 조작 또는 입력 조작에 필
요한 정보가 표시된다. 콘트롤러는 선택 조작부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하여 선택된 모드를 설정함과 동시에, 선택 조
작부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하여 조작 입력부의 기능을 전환한다. 콘트롤러는 선택 조작부 및/또는 조작 입력부로부터
의 입력을 기초로 하여 표시부의 표시 동작을 제어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휴대 전화기의 주요부를 도시한 블럭도.

제2도는 제1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의 디폴트 상태에서의 외관도.

제3도는 제1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의 상태 A에서의 외관도.

제4도는 제1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의 상태 B에서의 외관도.

제5도는 제1 실시예의 휴대 전화기의 소프트 키에 대용하는 처리의 플로우차트.

제6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통신 단말 장치로서의 휴대 전화 장치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 개략선적인 정면도.

제7도는 제2 실시예에 관한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8(A)도와 8(B)도는 작은 폰트의 설명에 관한 개략 선도.

제9(A)도와 9(B)도는 큰 폰트의 설명에 관한 개략 선도.

제10(A)도 내지 10(C)도는 입력 문자수의 차이에 의한 폰트 전환의 설명에 관한 상태 천이도.

제11(A)도 내지 11(C)도는 메뉴 키를 이용해서 표시 화면의 전환을 도시한 개략 선도.

제12(A)도 내지 12(C)도는 클리어 키를 이용한 표시 화면의 전환을 도시한 개략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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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A)도 내지 13(C)도는 가동식 암 마이크가 폐쇄된 상태에서의 메뉴 키를 이용한 모드의 전환을 도시한 개략 선도.

제14도는 조그 다이얼의 개략 기구를 도시한 개략선적인 평면도.

제15(A)도와 15(B)도는 로터리 인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평면도.

제16(A)도와 16(B)도는 로터리 인코더로부터의 출력 파형을 도시한 신호 파형도.

제17도는 조그 다이얼을 이용한 표시 화면의 전환을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18도는 각종 발호(發呼) 순서의 설명에 관한 상태 천이도.

제19도는 각종 발호 순서의 설명에 관한 상태 천이도.

제20도는 전화 장부 리스트로부터의 발호 순서를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21도는 전화 장부 리스트에서의 문자 배열을 도시한 설명도.

제22도는 숫자 키를 이용한 검색 설명에 관한 상태 천이도.

제23도는 상세 정보 표시 화면으로부터 리스트 표시 화면으로의 복귀 상태를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24도는 전화 장부 리스트 화면에서의 신규 등록 순서의 일예를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25도는 전화 장부 리스트 화면에서의 신규 등록 순서의 일예를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26도는 전화 장부 리스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 화면의 편집 순서를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27도는 메뉴 리스트 화면을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28도는 모드 설정 화면의 상세 표시 화면을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29도는 각종 모드의 설정용 리스트 화면의 상세 표시 화면을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30도는 링거 설정 화면의 상세 표시 화면을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31도는 볼륨 설정 화면의 상세 표시 화면을 도시한 상태 천이도.

제32도는 스크롤 기능의 설명에 관한 상태 천이도.

제33도는 스크롤 기능의 설명에 관한 상태 천이도.

제34도는 상세 정보 표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예를 도시한 상태 천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콘트롤러 12 : 표시부

13 : 표시 구동 회로 14 :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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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베이스 밴드/RF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단말 장치 및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선택 조작부를 갖는 통신 장
치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 전화기 등의 휴대성이 중시되는 통신 단말 장치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통상, 이와 같은 통신 단말 장치로는 
하나의 입력 키에 대하여 하나의 기능이 할당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이얼 키, 통신 개시 키, 통신 종료 키, 리다이얼 
키 등이 각각 독립해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또, 하나의 입력 키에 대하여 복수의 기능이 할당된 통신 단말 장치도 존재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가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단말 장치의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화중이거나 대기중인 통
신 단말 장치의 동작 상태 또는 동작 모드에 따라 하나의 입력 키가 다른 조작을 위한 키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의 입력 키에 하나의 기능을 고정적으로 할당하면, 통신 단말 장치의 다기능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입력 키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통신 단말 장치의 동작 상태 또는 동작 모드에 따라 하나
의 입력 키에 다른 기능을 할당하도록 하는 것은 할당되는 기능이 한정되기 때문에, 입력 키의 유효한 삭감으로는 연결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통화중에만 사용하는 기능과 대기중에만 사용하는 기능 등이 아니면, 이와 같은 중복 할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휴대 전화기와 같은 이동체 통신 단말 등에서 장치의 소형화가 중시되는 것에 관해서는 입력 키의 증가는, 즉 
장치의 대형화로 이어지고, 휴대성을 현저하게 손상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입력 키의 수가 중가하면, 사용자에 있어서 조작해야 할 키의 선택이 어렵게 되고, 잘 다루기가 어렵게 된다는 인상
을 줌과 동시에, 키를 잘못 누르는 것과 같은 일도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도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 단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장치 본체, 선택 조작부 및 조작 입력부로 구성되는 통신 단말 장치가 제공된다. 선택 조작부는 통신 
단말 장치의 복수의 모드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한다. 조작 입력부는 선택 조작부에 따라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하여 
기능을 변화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장치 본체, 선택 조작부, 조작 입력부 및 표시부로 구성되는 통신 단말 장치가 제공된다. 장치 본체는 
스피커부와 마이크부를 갖는다. 선택 조작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통신 단말 장치의 복수의 모드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한다. 조작 입력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선택 조작부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하여 기능을 변화시킨다. 표
시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적어도 선택 조작부 및/또는 조작 입력부에 의한 선택 조작 또는 입력 조작에 필요한 정보
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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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장치 본체, 선택 조작부, 조작 입력부, 표시부 및 콘트롤러로 구성되는 통신 단말 장치가 제공된다. 
장치 본체는 스피커부와 마이크부를 갖는다. 선택 조작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통신 단말 장치의 복수의 모드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한다. 조작 입력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선택 조작부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해서 기능을 
변화시킨다. 표시부는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적어도 선택 조작부 및/또는 조작 입력부에 의한 선택 조작 또는 입력조작
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다. 콘트롤러는 선택 조작부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해서 선택된 모드를 설정함과 동시에, 선
택 조작부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해서 조작 입력부의 기능을 전환한다. 콘트롤러는 선택 조작부 및/또는 조작 입력부
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해서 표시부의 표시 동작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복수의 모드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선택 조작부와, 선택 조작부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해서 기능이 변화하는 조작 입력부와, 적어도 선택 조작부 및/또는 조작 입력부에 의한 선택 조작 또는 입력 조작에 필
요한 정보가 표시되는 표시부와, 조작 입력부를 이용해서 입력된 통신측의 전화번호 및 통신측의 명칭을 포함하는 복수
의 통신측의 데이타가 기억되는 메모리를 갖는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제어 방법은 메모리에 기억되
어 있는 데이타를 기초로 해서 조작 입력부에 할당되어 있는 통신측을 표시하는 제1 표시 상태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를 통신측 알파벳 순으로 표시하는 제2 표시 상태를 선택적으로 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선택 조작부에 의해 변화하는 조작 입력부를 구비함으로써, 입력에 필요한 키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선택적으로 전환하여 다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소형의 통신 단말 장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하, 도면을 이용해서 본 발명에 관한 통신 단말 장치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에서는 
통신 단말 장치로서 휴대 전화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우선, 제1도 내지 5도를 이용해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
한 휴대 전화기에 관해 설명한다.

제1도는 제1 실시예에 관한 휴대 전화기의 주요부의 블럭도이다. 참조 번호(10)은 휴대 전화기를 도시한다. 참조 번호
(11)은 단말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콘트롤러이다. 또, 참조 번호(12)는 광체(筐體) 상에 설치되는 LCD로 구성되
는 표시부이고, 참조 번호(13)은 표시 구동 회로이며, 표시 구동 회로(13)에 대하여 콘트롤러(11)에서 표시 데이타가 
공급됨으로써 표시 구동 회로(13)은 표시부(12)를 표시 구동시킨다.

참조 번호(14)는 광체상에 설치되는 각종 조작부를 도시하고, 조작부(14)에 의해 입력된 조작 정보는 콘트롤러(11)에 
공급된다. 콘트롤러(11)은 공급된 조작 정보를 기초로 해서 통신 동작이나 표시 제어 등의 각종 동작 제어를 실행한다.

참조 번호(15)는 콘트롤러(11)의 동작 프로그램 등을 격납하는 ROM, 참조 번호(16)은 콘트롤러(11)에 의한 단말 제
어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동작을 행할 때의 작업 영역으로 되는 RAM을 도시한다.

    
참조 번호(17)은 베이스 밴드 및 RF부로서, 송신 신호의 변조, 수신 신호의 복조를 행한다. 참조 번호(18)은 송수신을 
행하는 안테나를 도시한다. 상기 휴대 전화기(10)의 외관은, 예를 들면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즉, 
광체의 한쪽의 주면상에 표시부(12)가 배치되어 유저에 대한 각종 표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조작부(14)에 상당하는 
조작 키로서 소프트 키(1), 소프트 키(2), 소프트 키(3), 스크롤 손잡이(4) 및 다이얼 발신이나 문자 입력에 이용하는 
숫자/알파벳 키(5)가 설치되어 있다. 광체의 한쪽 측면에 사용자에 의한 회동조작이 가능하도록 스크롤 손잡이(4)가 
설치되어 있다. 또, 휴대 전화기(10)의 광체의 스크롤 손잡이(4)의 반대측의 측면에는 광체에 회동 가능하게 암 부재
(19)가 설치되어 있다. 암 부재(19)의 자유만 측에 마이크부(20)이 설치되어 있고, 암 부재를 제2도의 하측을 향해 
회동시킴으로써 통화가 가능해진다. 또, 광체의 한쪽 주면 상단측에는 베이스 밴드/RF부로부터 복조된 신호가 공급되
는 스피커부(21)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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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키(1), 소프트 키(2), 소프트 키(3)은 스크롤 손잡이(4)에 의해 설정되는 상태에 의해 조작 기능이 변화되는 
것이다. 각 소프트 키(1, 2, 3)의 현재의 기능이 표시부(12)에서의 소프트 키의 기능 표시 영역(12a)에 표시된다. 제
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프트 키의 기능 표시 영역(12a)는 소프트 키(1), 소프트 키(2), 소프트 키(3)의 배치 위치
에 근접해서 설치됨으로써, 각 소프트 키(1, 2, 3)의 현재 기능을 유저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크롤 손잡이(4)는 제2도 중 화살표의 업/다운 방향으로 회동 가능한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스크롤 손잡이(4)는 
회동시에는, 예를 들면 클릭감이 동반하도록 해서 유저가 회동 단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제2도는 유저가 스크롤 손잡이(4)를 조작하지 않는 디폴트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이 때, 소프트 키의 기능 표시 영역
(12a)에는 소프트 키(1)에 대응하여 발호 조작을 의미하는 「SEND」, 소프트 키(2)에 대응하여 통신 종료 조작을 의
미하는 「END」, 소프트 키(3)에 대응하여 입력된 숫자 등온 클리어하는 조작을 의미하는 「CLEAR」이라는 문자가 
표시되고, 각 소프트 키(1, 2, 3)의 기능이 표시된다.

    
여기서, 스크롤 손잡이(4)를 다운 방향으로 회동시키면, 콘트롤러(11)은 디폴트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행한 것으로 
하고(가령 「상태 A」로 한다), 소프트 키(1, 2, 3)의 기능이 변화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프트 키의 기능 표시 영역(12a)에는 소프트 키(1)에 대응하여 스피커부(21)로부터의 음성 출력을 뮤트하는 뮤트 조
작을 의미하는 「MUTE」, 소프트 키(2)에 대응하여 키 로크 조작을 의미하는 「LOCk」, 소프트 키(3)에 대응하여 
리다이얼 조작을 의미하는 「REDIAL」이라는 문자를 표시되고, 상태 A에서의 각 소프트 키(1, 2, 3)의 기능을 도시
한다.
    

    
상기 상태 A에 있을 때 다시 스크롤 손잡이(4)를 다운 방향으로 회동시키면 콘트롤러(11)은 상태 A에서 다음 상태로 
이행한 것으로 하고(가령 「상태 B」로 한다), 소프트 키(1, 2, 3)의 기능이 다시 변화된다. 그리고,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프트 키의 기능 표시 영역(12a)에는 소프트 키(1)에 대응하여 알파벳 입력 호출 조작을 의미하는 「AL
PHA」, 소프트 키(2)에 대응하여 메모리 호출 조작을 의미하는 「MEM」, 소프트 키(3)에 대응하여 백 라이트 조작
을 의미하는 「LIGHT」라는 문자를 표시되고, 상태 B에서의 각 소프트 키(1, 2, 3)의 기능을 표시한다.
    

상기 제4도의 상태 B에 있을 때에 스크롤 손잡이(4)를 업 방향으로 1단계 회동시키면 제3도에 도시한 상태 A로 되돌
아가고, 다시 스크롤 손잡이(4)를 업 방향으로 회동시키면 제2도에 도시한 디폴트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콘트롤러(11)
은 스크롤 손잡이(4)로부터의 조작 입력을 기초로 해서 표시부(12)의 표시 제어를 행함과 동시에 각부의 전환 제어 등
을 행한다.

또, 콘트롤러(11)은 상태 A 또는 상태 B로 된채로 소정 시간 이상 어떤 조작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
로 제2도에 도시한 디폴트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제어한다.

이와 같이 스크롤 손잡이(4)에 의해 상술한 3가지 상태가 선택되고, 각 소프트 키(1, 2, 3)의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각 
소프트 키(1, 2, 3)은 각각 3가지 기능에 대응한 조작 키가 된다.

콘트롤러(11)은 이와 같은 소프트 키(1, 2, 3)으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해서 소정의 동작 제어를 실행하지만, 그 소
프트 키(1, 2, 3)이 조작된 경우의 처리를 제5도에 도시한다. 제5도에 도시한 처리 플로우는 콘트롤러에 접속되어 RO
M(15) 내에 격납되어 있다.

소프트 키(1)이 눌려진 경우에는(F101), 콘트롤러(11)은 우선 현재의 상태가 디폴트 상태인지, 상태 A인지, 상태 B
인지를 판별한다(F104, F105). 그리고 디폴트 상태이면, 송신 동작 제어를 실행한다(F106). 또 상태 A이면 종료 동
작 제어를 실행한다(F107). 또한, 상태 B이면 클리어 동작 제어를 실행한다(F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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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키(2)가 눌려진 경우에도(F102) 마찬가지로, 콘트롤러(11)은 우선 현재의 상태가 디폴트 상태인지, 상태 A인
지, 상태 B인지를 판별한다(F109, F110). 그리고 디폴트 상태이면 뮤트 동작 제어를 실행하고(F111), 상태 A이면 키 
록크동작 제어를 실행하며(F112), 상태 B이면 리다이얼 동작 제어를 실행한다(F113).

또한 소프트 키(3)이 눌려진 경우(F103)도 마찬가지로 콘트롤러(11)은 우선 현재의 상태가 디폴트 상태인지, 상태 A
인지, 상태 B인지를 판별한다(F114, F115). 그리고, 디폴트 상태이면, 알파벳 입력 기능 호출 제어를 실행하고(F116), 
상태 A이면 메모리 기능의 호출 제어를 실행하며(F117), 상태 B이면 백라이트 동작 제어를 실행한다(F118).

이상과 같이, 소프트 키(1, 2, 3)의 조작 기능에 관해 스크롤 손잡이(4)로 유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프
트 키(1, 2, 3)이 눌려진 경우에는 콘트롤러(11)은 그 때의 상태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기능 동작의 제어를 행하여, 적
은 키 수로 많은 조작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기기의 고기능화와 소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송신 기능, 종료 기능, 클리어 기능 등의 가잔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능에 관해서는 디폴트 상태에서 설정되도록 
하고, 알파벳 입력 기능, 메모리 호출기능, 백 라이트 기능 등의 비교적 사용 빈도가 적은 기능에 관해서는 상태 B에서 
설정되도록 하기 때문에, 유저에 있어서 스크롤 손잡이(4)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조작 간
이성은 향상된다.

또, 소정 시간 이상 키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디폴트 상태로 복귀하도록 하여 사용시에는 항상 
사용되는 송신 기능, 종료 기능 등이 우선적으로 소프트 키(1, 2, 3)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사용법이 향상된다.

또, 표시부(12)의 소프트 키의 기능 표시 영역(12a)에서 각 상태에서의 소프트 키(1, 2, 3)의 기능이 표시되기 때문에 
소프트 키(1, 2, 3)이 어떤 기능의 조작 키로 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조작에 혼동되는 일도 없다.

또한, 본 발명은 제1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소프트 키는 1개로도 되고, 4개 이상 설
치해도 된다. 또, 스크롤 손잡이로 선택되는 상태도 디폴트 상태, 상태 A, 상태 B라는 3상태에 한정되지 않고, 2상태 
또는 4상태 이상으로 해도 된다.

또, 소프트 키에 설정되는 기능이나 사용 빈도를 기초로 한 설정 사양도 실시예에 예시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기기의 
사용 방식, 탑재 기능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또한, 선택 조작부를 스크롤 손잡이(4)로 했으나, 이른바 압압 키 등 다른 형태의 조작 수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통신 단말 장치로서의 휴대 전화기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1) 전체 구성

(1-1) 장치 본체

우선, 제6도와 7도를 이용해서 휴대 전화 장치(31)의 전체 구성 및 회로 구성을 설명한다. 이 휴대 전화 장치(31)은 
장치 본체(32)와 그 측면에 회동(개폐) 자재로 장착된 암 마이크(33)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시 이외에는 암 
마이크(33)을 폐쇄함으로써 휴대 전화 장치(31)의 크기를 더욱 소형화할 수 있다.

상기 암 마이크(33)에는 개폐 동작에 연동해서 온 후크 또는 오프 후크를 제어하는 기능 외에, 폐 상태일 때 특정 키 
이외의 조작을 무효로 하는 기능(이하, 키 로크 기능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키 로크 상태는 암 마이
크(33)을 개방하여 해제할 수 있다. 이로써, 오동작에 의한 오발신이나 오착신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장치 본체(32)에는 각종 조작 키 및 처리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장치 본체(32)의 한쪽 주면에는 암 마
이크(33)과 쌍을 이루는 스피크(34)외에 액정 표시 소자로 구성되는 디스플레이(35) 및 각종 기능이 할당된 복수의 
조작 키(36)이 설치되어 있다. 장치 본체(32)의 내부에는 이들을 입출력 장치로 하는 마이크로컴퓨터로 구성된 콘트
롤러(7)이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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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러(47)은 표시 구동 회로(35A)를 통해 디스플레이(35)를 제어하고, 조작 키(36)으로부터 입력된 지시에 따른 
정보를 적절한 크기의 폰트로 표시부(35)에 표시하게 한다.

    
여기서 콘트롤러(47)은 ROM(48)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RAM(49)에 독입된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동작한다. 
또 콘트롤러(47)은 송수신 회로부(40)을 제어하고, 이에 접속된 안테나(41)을 통해 다른 통신 단말과의 사이에서 정
보를 송수한다. 그러므로 콘트롤러(47)에는 카드 소켓(43)이 접속되어 있고, 이에 삽입된 가입자 ID 카드(42:제2 실
시예의 경우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카드;42)로부터 가입자에 관한 일체의 관리 정보를 판독해서 제어에 
이용한다. ROM(48) 내에는 후술하는 제2 실시예에 관한 휴대 전화기의 표시, 발호를 위한 동작을 콘트롤러 (47)이 
실행,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제어 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기 제2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디스플레이(35)의 표시면에는 제 8(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횡으로 32
도트 x 97도트의 화소가 매트릭스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들 2종류의 폰트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
나는 제8(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1문자를 종 5도트 x 횡 7도트로 표시하는 작은 폰트이고, 하나는 제9(A)도와 9(B)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1문자를 종 15도트 x 횡8도트로 표시하는 큰 폰트이다. 따라서, 작은 폰트를 이용하면 종 4문자, 
횡 16 문자의 문자를 표시할 수 있고, 큰 폰트를 이용하면 종 2문자, 횡 10문자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큰 폰트는 원칙으로 해서 유저가 입력하는 문자를 표시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작은 폰트는 장치측의 메세지 등
을 표시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유저가 입력하는 문자수가 소정의 문자수(20문자)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폰트 사이즈는 큰 폰트에서 작은 폰트로 전환된다.

    
표시예를 제10(A)도 내지 10(C)도에 도시한다. 우선, 제10(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문자수가 10문자 이하 사
이에는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작은 폰트의 메세지「input dial No」의 하단에 유저가 입력한 문자가 큰 폰트로 점점 표
시된다. 그리고, 입력 문자수가 10문자를 초과하면 제10(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때까지 메세지가 표시되어 있던 
상단에 메세지 대신에 최초의 10문자가 큰 폰트로 표시되고, 하단에 11문자 이하의 문자가 큰 폰트로 표시된다. 마침
내 입력 문자수가 20문자에 도달하고, 이것을 넘으면, 제10(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모든 입력 문자가 작은 폰트로 
표시된다.
    

이와 같이 폰트의 전환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서 입력 문자수가 적은 동안에는 큰 문자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서 입력
할 수 있고, 오입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문자수가 많은 경우에도 동일 항목에 관한 입력 정보를 1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입력 내용의 파악이 용이해진다.

(1-2) 조작 키

    
계속해서, 장치 본체(32)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 키(36)에 관해 설명한다. 제2 실시예의 경우 조작 키(36)은 다음 10
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 키(36A), 「0」내지 「9」의 숫자 키(36B), 「#」키(36C), 「*」키(36D), 송신 키
(36E), 종료 키(36F), 메뉴 키(36G), 클리어 키(36H), 녹음 키(36I) 및 조그 다이얼(36J)의 10개이다. 이 중 (36
A 내지 36H)의 8개의 조작 키는 장치 본체(32)의 한쪽 주면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2개의 조작 키(36I 및 36J)는 
장치 본체(32)의 측면에 배치되어 있다.
    

    
각 조작 키에 할당되어 있는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원 키(36A)는 장치 본체(32)의 내부 회로에 전원을 투입하
는데 이용할 수 있는 키이다. 전원 키(36A)의 첫번째 압압 조작으로 장치에 전원이 투입되고, 두번째 압압 조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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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공급이 끊어진다. 단, 전원 키(36A)에 의해 전원이 투입된 후에도 30초간에 걸쳐 유저로부터 퍼스널 아이덴티
티 번호(PIN:Personal ID number)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콘트롤러(47)이 이것을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전원을 
끈다. 이에 따라, 오동작에 의해 전원이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10개의 숫자 키(36B)에 관해 설명한다. 이들 10개의 숫자 키(36B)는 숫자의 입력이나 선택 외에, 알파벳의 
입력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경우, 「0」 및 「1」의 키를 제외한 8개의 숫자 키 「2」 내지 「9」에 복수의 
알파벳이 각각 할당되어 있고, 이들에 따라 알파벳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숫자 키 「2」에는 「a」
내지 「c」, 숫자 키 「3」에는 「d」 내지 「f」가 할당되어 있고, 다른 숫자 키에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할당되어 
있다.

알파벳을 입력할 때에는 동일한 숫자 키를 1회 눌러 첫번째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 2회 눌러 2번째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3회 눌러 3회째의 문자를 순송으로 입력할 수 있다. 또 이 숫자 키(36B)는 표시 항목의 선택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전화 장부 리스트의 표시 화면에서 소정 시간(1초간) 계속 누름으로써 숫자에 대응하는 상대방에게 발호 
개시를 지시할 수 있는 이른바 단축 다이얼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송신 키(36E)는 전화 장부 리스트의 표시 화면에서 선택된 상대방에게 발호개시를 지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 외에 
과거의 다이얼 이력을 호출하는데 이용된다.

종료 키(36F)는 통화 종료를 지시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통화 종료는 암 마이크(33)을 폐쇄함으로써 지시할 수 있
다.

    
메뉴 키(36G)는 디스플레이(35)에 표시되는 화면을 초기 화면과 메뉴 화면 사이에서 전환하는데 이용하는 키이다. 예
를 들면, 제11(A)도에 도시한 화면을 초기 화면으로 하면, 초기 화면에서 메뉴 키(36G)를 누르면, 제11(B)도에 도시
한 바와 같은 메뉴 화면의 1화면으로 표시를 전환할 수 있고, 다시 후술하는 스크롤 기능에 의해 1화면씩 페이지를 넘
기듯이 예를 들면 제11(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메뉴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상
태에서 이 메뉴 키(36G)를 누르면, 어떤 화면에 있어서도 곧장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클리어 
키(36H)를 이용하면, 제12(A)도 내지 12(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1화면씩 페이지를 넘기듯이 전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또, 메뉴 키(36G)에는 키 로크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작 키로서의 기능이 할당되어 있다. 즉, 제13(A)도 내
지 13(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암 마이크 (33)을 폐쇄한 상태에서도 메뉴 키(36G)를 누르면 키 로크 상태를 벗어나 
키액티브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암 마이크(33)이 폐쇄되어 있고, 메뉴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 키(36G)가 눌러진 경우에는 
제13(B)도 내지 13(C)도의 키 로크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메뉴 화면에서 30초간에 걸쳐 유저로부터 아무런 조작이 없는 경우에는 콘트롤러(47)이 이것을 검출한 후에 
자동적으로 메뉴 화면을 닫아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 이 때 암 마이크(33)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키 로크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녹음 키(361)는 통화중의 회화의 녹음과 그 재생을 제어하는데 이용되는 키이고, 장치 본체(32)를 유지한 손으로 그
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장치 본체(32) 위쪽면 중 암 마이크(33)과 반대측에 장착되어 있다.

최후에 10개의 조작 키 중 중심적인 기능을 갖는 조그 다이얼(36J)에 관해 설명한다. 조그 다이얼(36J)는 장치 본체
(32)의 측면 중 암 마이크(33)의 반대측 상부에 있어서 스피커(34)의 근방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녹음 키(361)와 같
은 장치 본체(32)를 유지한 손으로 그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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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그 다이얼(36J)는 원주 방향 및 반경 방향에 관해 각각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전축 0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 방향(화살표 A 및 B)으로 회동하는 원판상의 부재(로터리 인코더를 
구성한다)와, 반경 방향(화살표 C 및 D)으로 슬라이드할 수 있는 슬라이드판(도시하지 않음) 및 슬라이드 스위치 SW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슬라이드판 및 슬라이드 스위치 SW는 화살표 C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 슬라이드 SW는 
로터리 인코더 또는 원판상의 부재가 화살표 방향으로 조작, 결국 장치 본체(32) 내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압암 조작됨
으로써 조작된다.
    

따라서, 회전축 0는 슬라이드판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고, 조그 다이얼이 화살표 D방향으로 눌러진 경우에는 로터리 인
코더가 슬라이드판과 일체로 슬라이드되어 스위치 SW를 압압 조작하여 스위치 SW를 온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콘트
롤러 (47)은 이 스위치 SW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기초로 하여 스위치 SW의 온 오프 상태를 검출함으로써 조그 다이얼
(36J)가 클릭, 즉 압압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따라서, 슬라이드판과 일체로 슬라이드되는 로터리 인코더는 제15(A)도 및 15(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2장의 원판
(36J1 및 36J2)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원판(36J1)은 원판(36J2)의 위쪽면에 적층된 가동 부재이고, 슬라이드판에 
고정된 원판(36J2)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동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 있다. 여기서 가동측의 원판(36J1)에는 1조의 대
향 전극(36J21)이 설치되어 있다. 이 대향 전극(36J1)은 조립했을 때, 원판(36J2)의 원주를 따라 설치된 20조의 대
향 전극(36J22)와 미끄러져 접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측의 원판(36J2)에 설치된 대향 전극(36J22)는 내주측과 
외주측에서 위치가 약간씩 어긋나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그 다이얼을 제15(B)도 중의 화살표 A방향으로 돌리면 대향 전극으로부터 출력되는 전위는 제16(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주측의 전위가 먼저 접지 전위로 내려가는대 비해 제15(B)도의 화살표 B의 방향으로 돌리면 제1
6(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주측의 전위가 먼저 접지 전위로 내려간다. 이와 같이 콘트롤러(47)로 내주측의 전위와 
외주측의 전위 어느 하나가 먼저 내려가는가를 검출함으로써 조그 다이얼(36J)의 회동 방향을 검출할 수 있다. 또, 조
그 다이얼(36J)의 회전량은 외주측의 전극으로부터 출력되는 펄스수를 콘트롤러(47) 내의 카운터로 카운트함으로써 
검출할 수 있다.
    

    
계속해서, 조그 다이얼(36J)를 이용한 대표적인 휴대 전화 장치의 조작예를 설명한다. 우선, 디스플레이(35) 위에 리
스트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조그다이얼(36J)를 원주 방향으로 업 또는 다운 조작함으로써 디스플레이(35) 위에 
표시되는 커서 K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디스플레이(35)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반경 방향, 즉 장치 본체(32)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압압하면(이하 클
릭이라 한다), 커서 K가 위치하는 항목에 관한 상세 정보의 판독 명령을 콘트롤러(47)에 입력할 수 있다.
    

    
또, 전화 장부 리스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조그 다이얼(36J)를 소정 시간동안 계속해서 눌러 콘트롤러(7)에 발호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조그 다이얼(36J)의 로터리 인코더가 스위치 SW를 압압 조작하고, 
스위치 SW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기초로 하여 콘트롤러(47)의 타이머에 의해 조그 다이얼이 소정 시간 압압 조작되는
지 여부를 검출한다. 따라서, 통화중에 조그 다이얼(36J)를 원주 방향으로의 회동 조작함으로써 볼륨(수화 음량)의 크
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그 다이얼(36J)의 로터리 인코더로부터 출력되는 제16(A)도와 16(B)도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출력 신호를 기초로 해서 콘트롤러(47)이 조그다이얼(36J)의 회동 방향과 회동량을 검출함으로써 스피커(34)
로부터 출력되는 음량을 제어함에 따라 행해진다. 또 통화중에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함으로써 뮤트할 수 있다. 이 
뮤트 동작은 조그 다이얼(36J)가 클릭됨에 따라 조그 다이얼(36J)의 스위치 SW가 압압 조작되므로, 스위치 SW로부
터의 출력 신호를 기초로 하여 콘트롤러(47)이 스피커(34)에 공급되는 신호를 뮤트함으로써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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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 다이얼(36J)의 발호시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사용예를 플로우차트로 정리하면, 제17도와 같다.

즉, 전화 장부나 리다이얼 화면 등의 리스트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함으로써 선택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소정 시간 계속해서 클릭하면 커서 위
치에 표시된 상대방에게 자동적으로 발호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조그 다이얼 (36J)를 회동 조작하여 커서 K
를 업 조작 또는 다운 조작하면 원래의 리스트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2) 발호/편집

(2-1) 발호

이 항에서는 휴대 전화 장치(31)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가지 발신 방법을 설명한다. 이 휴대 전화 장치(31)에는 제18
도 및 1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5가지의 발신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전화 장부 리스트를 이용한 발신 방법, 리
다이얼 기능을 이용한 발신 방법, 전화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발신 방법, 단축 다이얼 기능을 이용한 발신 방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우선, 전화 장부 리스트의 화면으로부터의 발신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2-1-1) 전화 장부 리스트 화면으로부터의 발호

암 마이크(33)을 개방한 상태 또는 외부 마이크가 장치 본체(32)에 접속된 상태 또는 핸즈 프리 키트가 장치 본체(32)
에 접속된 상태 중 어느 하나의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하면, 디스플레이(35) 상의 표시는 제20(A)도의 초
기 화면으로부터 제20(B)도에 도시한 전화 장부 리스트의 화면으로 바뀐다.

    
여기서, 전화 장부 리스트는 제2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1」에서 「9」의 어드레스 번호와 등록된 사용 빈도가 높은 
상대방이 조를 이루어 표시되는 사용 빈도별 표시란과, 등록되어 있는 상대방을 모든 항순(예를 들면 ABC ···순)으
로 표시하는 항순 표시란(이미 「1」에서 「9」의 어드레스 번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된다. 이 전화 장
부 리스트는 상술한 숫자 키(6B)를 이용해서 입력되고, 콘트롤러(47) 내의 메모리 에리어 또는 RAM(49) 내의 전용 
기억 영역 내에 기억되어 있다. 전화 장부 리스트는 콘트롤러(47)의 제어 신호를 기초로 해서 콘트롤러(47) 내의 메모
리 에리어 또는 RAM(49)의 전용 기억 영역으로부터 판독되어 표시된다.
    

그리고, 전화 장부 리스트로 바뀐 직후에 있어서의 커서 K의 위치는 디스플레이(35)에 표시되는 표시 항목의 첫번째, 
즉 어드레스 번호 「1」에 위치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아래쪽으로 회전시키면 커서 K를 「2」,「
3」‥‥‥의 순서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반대에 조그 다이얼(36J)를 위쪽으로 회전시키면 항순 표시란의 가장 아래
에서 반대쪽으로, 즉 ZYX‥‥‥의 순으로 커서 K를 이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커서 K의 이동에 의한 상대방의 선택 방법에는 조그 다이얼(36J)에 의한 조작 외에 어드레스 번호의 입력에 
의한 선택 방법이나 알파벳의 입력에 의한 선택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전화 번호가 이미 「1」내지 「9」
키중 어느 하나의 어드레스 번호에 등록되어 있고, 그 어드레스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 키를 누르면 커서 
K를 하나 건너 이동시킬 수 있다. 제22도가 그 일예이다.

    
또, 리스트 화면이 알파벳 순의 표시 화면인 경우에는 「1」 내지 「9」의 숫자키에 의해 대응하는 알파벳으로 커서 K
를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2」를 누르면 「a」로 커서 K를 이동시킬 수 있고, 「3」을 누르면 「d」로 커서 
K를 이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d」로 시작되는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e」로 시작되는 이름으로 커서 K를 이동시
켜 표시하고, 「e」로 시작되는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존재하는 이름으로서 가장 가까운 이름에 커서 K를 이
동시켜 표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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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제20(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번호 「5」에 등록되어 있는 「Jack」의 위치에 커서 K를 이동시
키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발호 순서를 설명한다. 이 상태로부터의 발호 순서에는 복수의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조그
다이얼(36J)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하면 콘트롤러(47)은 조그 다이얼(36J)의 스위치 SW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기
초로 하여 표시 화면은 제20(D)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세 정보 표시란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
(36J)를 1초간 계속해서 클릭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콘트롤러(47)은 조그 다이얼(36J)의 스위치 SW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계속 시간을 카운트함으로써 발호가 개시된다. 발호 동작은 커서 K에 의해 지정되고, 예를 들면 어드레스 번호 
「5」에 상당하는 전화 번호 데이타를 콘트롤러(47)의 메모리 에리어 또는 RAM(49)의 전용 에리어에서 판독하여 송
수신 회로(40)에서 송신됨으로써 행해진다. 이 때 디스플레이(35)의 표시 화면은 제20(E)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점멸
한다.
    

    
따라서, 제20(D)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대방의 명칭 또는 약칭과 전화번호로 구성되는 상세 정보가 디스플레이(35) 
상에 표시된 상태에서 발호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그 다이얼(36J)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회전 조작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제23(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세 정보가 디스플레이(35) 상에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그 다이
얼(36J)를 위측으로 회전 조작하면 제23(C)도와 같은 표시 화면은 상세 정보의 화면에서 하나 위의 계충에 속하는 리
스트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단, 커서 K의 위치는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 있던 상대방에 대하여 1항목 위의 항목으
로 이동한다. 즉, 제23(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서 K는 어드레스 번호 「5」의 「Ellis」대신에 어드레스 번호 「
4」의 「John」위로 이동한다. 이것은 조그 다이얼(36J)의 로터리 인코더로부터의 출력에 기초하여 콘트롤러(47)로
부터 출력되는 전화 장부 리스트가 기억된 콘트롤러(47)의 메모리 에리어 또는 RAM(49)의 전용 영역으로의 판독 어
드레스를 변경하거나, 또는 콘트롤러(47)의 메모리 에리어 또는 RAM(49)의 전용 영역으로부터 판독된 전화 장부리
스트를 테이블에서 변경함으로써 표시 전환이 행해진다.
    

    
따라서, 제20(D)도와 같이 상세 정보가 표시된 상태에서 소정 시간, 예를 들면 30초에 걸쳐 어떠한 조작도 없는 경우
에는 발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전화 장부 리스트를 닫아 제20(A)도에 도시한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도 설치
되어 있다. 이것은 조그 다이얼(36J)또는 키(36A 내지 36H)가 최후에 조작되고나서부터의 경과 시간을 콘트롤러(4
7) 내의 타이머에 의해 계수 또는 계즉함으로써 상술한 소정 시간, 예를 들면 30초를 경과한 시점에서 조그 다이얼(3
6J) 또는 (36A 내지 36H)의 조작이 없으면, 콘트롤러(47)은 제어 신호를 발해서 디스플레이(35)상의 표시 화면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상세 표시 화면 그대로 휴대 전화 장치(31)을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 가끔 발호를 
개시할 수 있는 키가 압하되는 경우가 있어도 오발신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이 기능은 리스트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능을 한다.
    

    
또한, 전화 장부 리스트의 화면으로부터의 발호를 개시하는 방법에는 이들 외에, 제20(D)도에 도시한 표시 화면에서 
송신 키(36E)를 누르는 발호 방법도 있다. 이들은 상대방의 상세 정보를 표시하게 한 후에 발호를 개시하는 방법이지
만, 상기 휴대 전화 장치(31)에는 리스트 화면으로부터 직접 발호를 개시하는 기능도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20
(C)도에 도시한 표시 화면의 상태에서 송신 키(36E)를 누르면 커서 K가 위치하는 통신측에 바로 발호를 개시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통신측에 대응하는 숫자 키(36B)를 1초간 계속해서 눌러 바로 발호를 개시하게 할 수 있다. 이들은 송
신 키(36E)로부터의 출력 신호 또는 일정 시간 숫자 키(36B)를 압압 조작된 것을 콘트롤러(47)이 검출해서 발호 동
작을 개시하도록 송수신 회로부 (40)을 제어한다. 숫자 키(36B)가 일정 시간 압압 조작되었는지 여부는 상술한 조그 
다이얼(36J)가 소정 시간 압압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방법과 같이 행할 수 있다.
    

(2-1-2) 리다이얼 리스트 화면으로부터의 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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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제18(G)도에서 (J)도에 리다이얼 리스트 화면으로부터의 발신 조작을 설명한다. 상기 리다이얼 리스트 화면
은 초기 화면 상태에서 송신 키(36E)를 눌러서 열 수 있다. 즉, 제18(A)도의 화면에서 송신 키(36E)를 누르면, 과거
의 발호측인 상대방 이름(전화 장부 리스트로부터 발호된 경우)나 전화 번호(전화 번호를 직접 손으로 입력한 경우)가 
제18(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된다. 이 상태에서 발호측이 선택하는 조작이나 발호할 때의 조작은 전화 장부 리
스트로부터 발호하는 경우와 같다.
    

따라서, 제18(G)도의 리스트가 표시된 상태에서 소정 시간(30초)에 걸쳐 아무런 조작이 없는 경우에는 발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전화 장부 리스트를 닫아서 제18(A)도에 도시한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기능도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제20(D)도와 같이 콘트롤러(47)에 의해 제어된다. 이에 따라 제18(G)도와 같은 표시 화면 그대로 휴대 전화 장치(3
1)을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가끔 발호를 개시할 수 있는 키 입력이 있는 경우에도 오발신되지 않는다.

또, 상기 휴대 전화 장치(31)에는 통신측에 대하여 전회 어느 정도로 통화했는지의 정보나 금회의 통화 시간을 표시하
는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8(H)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회의 통화 시간을 「4:25」로 표시하고, 제18
(J)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금회의 통화 시간을 「0:00:55」로 표시하고 있다.

(2-1-3) 전화 번호의 입력에 의한 발호

    
이 경우에는 제18(A)도의 초기 화면 단계에서 상대방의 전화 번호를 숫자 키(36B)를 이용해서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표시 화면은 제18(A)도의 상태에서 제18(K)도의 상태로 이동하고, 유저가 입력한 전화 번호가 디스플레이(
35)상에 큰 폰트로 표시된다. 이 번호로 좋으면, 송신 키(36E)의 압 조작에 의해 제19 (L)도의 화면과 같이 화면 점멸
이 개시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으로의 발호가 개시된다. 이것은 숫자 키(36B)로부터의 입력 데이타를 기초로 해서 송신 
키(36E)로부터의 입력을 트리거로 하여 콘트롤러(47)이 송수신 회로부(40)을 제어함으로써 행해진다.
    

(2-1-4) 단축 다이얼에 의한 발호

상기 발신 방법으로는 2종류의 발신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는 숫자 키(36B)를 소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누르는 
발신 방법이고, 또 하나는 숫자 키(36B)와 「#」키(36C)를 이용하는 발신 방법이다.

    
우선, 숫자 키(36B)만을 이용하는 경우[제19(0)도 내지 (P)도]에 관해서 설명한다. 유저는 표시 화면이 제18(A)도
의 상태에서 발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어드레스 번호에 대응하는 숫자 키(36B)를 예를 들면 1초간 계속해서 누른다. 
이와 같이 하면 디스플레이(35)에 표시되는 화면은 바로 상세 표시 화면으로 바뀌어 그대로 발호가 개시된다. 이것은 
어드레스 번호에 대응한 숫자 키(36B)가 조작되면 콘트롤러(47)은 숫자 키(36B)에 대응한 데이타를 콘트롤러(47)의 
메모리 에리어 또는 RAM(49)의 전용 영역에서 판독되고, 판독된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송수신 회로부(40)을 제어함
으로써 행해진다.
    

    
다음으로, 숫자 키(36B)와 「#」키(36C)를 이용하는 경우[제18(Q)도에서 제19(S)도]에 관해 설명한다. 유저는 제
19(A)도에 도시한 표시 화면에서 발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어드레스 번호에 대응하는 숫자 키(36B)를 누른 후에, 「
#」키(36C)를 눌러 상세 표시 화면으로 화면을 바꾼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송신 키(36E)를 눌러 발호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상술한 숫자 키(36B)를 이용하는 단축 다이얼의 발호와 같은 스텝으로 콘트롤러(47)이 송수신 회
로부(40)을 제어함으로써 행해진다.
    

(2-1-5) 등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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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들 전화 장부 리스트에 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는 방법 및 편집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메뉴 키(36G)를 눌
러 메뉴 화면을 열고, 이 화면 상에서 「Telbook edit」를 선택함으로써 전화 번호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여기서부터 등록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우선 첫번째는 「신규 등록」항을 지정하여 새로운 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방
법이다. 유저는 새로 발신측을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조그 다이얼(36J)를 조작하여 커서 K를 「신규 등록」항으로 이
동시키고, 그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한다[제24(B)도].
    

    
그러면, 표시 화면은 제24(C)도로 바뀌어 이름의 입력을 재촉하는 문자가 표시된다. 이 상태에서 유저가 숫자 키(36B)
를 조작하면 입력된 문자가 디스플레이 (35) 상에 큰 폰트의 알파벳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입력된 문자를 등록하여 양
호하면 유저는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하고, 계속해서 전화 번호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입력된 전화 번호
를 등록하여 양호하면 다시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입력된 이름 등이 제24(D)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화 장부 리스트의 빈 공간에 등록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미등록 어드레스 번호를 선택하여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제25(A)도와 (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커서 K를 미등록 어드레스 번호로 이동시킨다. 본 예의 경우에는 「7」이다.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
를 클릭하면, 디스플레이(35) 상에는 이름의 입력을 재촉하는 문자가 표시된다.

    
이 후에는 앞서 설명한 등록 순서와 동일하게 대응하는 숫자 키(36B)를 조작함으로써 상대방 이름을 입력하고 정확하
면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하여 등록한다. 계속해서 제25(D)도와 같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지시에 따라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하면, 입력된 전화 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것이 전화 장부 리스트의 
등록순서이다. 이와 같이 해서 작성된 전화 장부 리스트에 관한 데이타는 콘트롤러(47) 내의 메모리 에리어 또는 RAM
(49)의 전용 기억 영역 내에 기억된다.
    

한편, 편집시에는 제26(A)도와 (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편집하고자 하는 이름 위에 커서 K를 이동시켜 조그 다이얼
(36J)를 클릭하면 된다. 이와 같이 이미 등록이 끝난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에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편
집 모드로 들어가련 화면상에는 편집하고자 하는 상대방 이름과 편집 내용 [변경(edit), 삭제(delete), 교환(swap)]
이 표시된다. 유저는 여기서 조그 다이얼 (36J)를 조작함으로써 편집 내용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삭제가 선택된 경우, 표시 화면은 제26(D)도와 같이 등록 내용을 소거해도 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화
면으로 된다. 이 때,「Yes」가 선택되면 전화 장부 리스트로부터 해당 부분을 소거하는 소거 동작이 실행된다.

이에 대하여 교환이 선택된 경우, 표시 화면은 제26(F)도로 바뀌고, 어떤 어드레스 번호의 등록 내용과 교환되는가의 
입력을 재촉하는 표시 화면이 된다. 여기서 교환되는 어드레스 번호가 입력되어 조그 다이얼(36J)가 클릭되면, 교환동
작이 실행되고, 교환 후의 등록 내용이 제26(G)도와 같이 표시된다. 본 예는「8」과 「6」을 교환하는 경우이다.

또, 변경이 선택된 경우, 상대방 이름 및 전화 번호 중 어느 것에 관해서나 변경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관한 변경을 접
수하는 화면이 제26(H)도 및 (I)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순차 표시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36J)를 클릭하
여 변경 내용을 확인하면, 표시 화면은 제26(J)도로 바뀐다.

이상과 같이 해서 행해진 편집 동작의 결과, 상술한 바와 같이 콘트롤러(47)의 메모리 에리어 또는 RAM(49)의 전용 
영역에 기억된 전화 장부 데이타가 바꿔 기입된다. 또한, 편집 작업중에는 이에 보유된 전화 장부 데이타를 콘트롤러(
47)의 RAM 상에 한번 전개해서 행하고, 편집 작업이 종료한 시점에서 전화 장부데이타를 바꿔 기입하도록 해도 된다.

(3) 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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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항목 내용

최후에 메뉴 키(36G)가 압압 조작되었을 때 표시되는 메뉴 화면에 관해 설명한다. 메뉴 화면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그 다이얼(36J)의 클릭 조작에의해 하위 계층(서브 메뉴 화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제2
7도는 휴대 전화 장치(1)에 준비되어 있는 최상위 계층의 메뉴 화면 W1 내지 W10을 나타내고, 제28, 29, 30 및 31
도는 그 하위 계층에 속하는 서브 메뉴 화면을 도시하고 있다.

    
우선, 제27도 중의 제1 메뉴 화면 W1은 「전화 장부(Telbook)」의 편집용 및 「모드(mode)」의 설정용이다. 「전화 
장부」항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전화 번호등을 등록하거나 등록 내용을 편집할 수 있다. 한편, 「모드」항을 선택하면 
제28 (A)도에 도시한 메뉴 화면으로 표시가 바뀌고, 사용 환경에 적합한 설정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예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은 「노멀모드」, 「포켓 모드」, 「사이런트 모드」, 「드라이빙 모드」의 4가지
이다.
    

제28(B)도와 같이 예를 들면 포켓 모드를 선택하면 제2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호출음을 최대로 할 수 있고(링거 온), 
키 로그 기능을 능동 상태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출음을 듣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호출음을 확실
히 들을 수 있고, 조작과 관계없는 키 입력을 접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 제28(A)도의 사이런트 모드를 선택하면 호출음이 들리지 않게 할 수 있고(링거 오프), 그 대신 디스플레이(35)를 
점멸시켜 착호를 알리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차 등에 타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
호를 알 수 있다. 또 이 모드시에는 무응답시에 회선을 자동적으로 끊는 기능이 설정된다.

또,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하면 착호시에 자동적으로 통화를 개시할 수 있다.

제27도 중의 제2 메뉴 화면 W2는 「쇼트 메세지 기능(SMS)」 설정용이다. 이 메뉴 화면에는 제3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거(Delete)」, 「송신(Make Send)」,「판독(Read)」의 3가지 항이 표시된다. 여기서 「송신」을 선택하
면 다시 하위의 메뉴 화면에 있어서, 송신하는 문장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패턴 문장을 사용하거나, 이전에 송신한 문장
으로 스토어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진에 수신한 문장으로 스토어하는 것을 이용하는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독입」을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하위의 메뉴 화면에서 독입한 내용을 스토어하거나, 소거하거나, 전화로 
리플라이하거나 쇼트 메세지를 리플라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27도 중의 제3 메뉴 화면 W3은 「시간 기능(Time)」설정용이다. 제3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메뉴 화면에 의해 
「설정(Set)」, 「알람(Alarm)」, 「슬립 (Sleep)」, 「웨이크 업(Wake up)을 각각 선택함으로써 현재 시각의 설정
이나 알람을 울리는 시간 및 온/오프 설정 등을 각각 설정할 수 있다.

제27도 중의 제4 메뉴 화면 W4는 「퍼블릭 ·랜디트 ·모빌 ·네트워크 (PLMN) 기능」 설정용이다. 이 메뉴 화면에
서는 「선택 모드(Sel mode)」와 「서치 (Search)」항이 표시된다. 전자는 네트워크를 매뉴얼 설정으로 하는지 자동 
설정으로 하는지의 선택에 이용되고, 후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자동 검색하여 표시하는 기능이다.

제27도 중의 제5 메뉴 화면 W5는 「퍼스널 ID 넘버(PIN) 기능」 설정용이다. 이 메뉴 화면에서는 「콘트롤(control)
」과 「체인지(change)」항이 표시된다. 전자에 의해 ID 넘버의 입력을 사용시의 필수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설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인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또, 후자에 의해 ID 넘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27도 중의 제6 메뉴 화면 W6은 「전송(Forward) 기능」 설정용이다. 이 메뉴 화면에서는 「문의(Intrro)」,「해
제(Erase)」, 「설정(Resist)」항이 표시된다. 최초 항의 「문의」는 전송 서비스를 네트워크측에 문의하게 하는 기
능이고, 「해제」와 「설정」은 각각 전송측 등의 해제와 설정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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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도 중 제7 메뉴 화면 W7은 「발신(BarOut) 기능」 설정용이다. 이 메뉴화면에서는 「자 PLMN 외의 국제 호출
의 제한(BOIC-exHC : Barring of Outgoing International Calls except those directed to the HPLMN Coutry)
」,「국제 호출의 제한(BOIC : Barring of Outgoing International Calls)」, 「발신 제한(BAOC : Barring of All 
Outgoing Calls」항이 표시된다. 각 항목의 선택에 의해 발신 기능이 설정된다.

제27도 중의 제8 메뉴 화면 W8은 「착신(BarCome) 기능」설정용이다. 이 메뉴 화면에서는 「자 PLMN 외에 로직시
의 착신 제한」, 「착신 제한(BAIC)」항이 표시된다. 역시, 각 항목의 선택에 의해 착신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도 중의 제9 메뉴 화면 W9는 「과금(Charge) 정보」 설정용이다. 이 메뉴 화면에서는 「리세트(Reset)」와 「
체크(Check)」항이 표시된다. 예를 들면, 전자는 자금 정보의 리세트용이고, 후자는 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제27도 중 제10 메뉴 화면 W10은 「설정용 리스트(Setting List)」 화면이고, 제30도에 도시한 각종 항목에 관해 설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메뉴 화면의 다음 화면을 지시하면 제1 메뉴 화면 W1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상기 설정용 리스트의 하위에는 5개의 서브 메뉴 화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한다. 우선, 제30도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제1 서브 메뉴 화면 SW1에는 「Call ID FRESENT」, 「Language select」, 「ANY KEY ANSWE
R」, 「I Min BEEP」의 4가지 항목이 표시된다. 여기서 「Call ID PRESENT」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전화 번호를 전
송하는 기능 설정용이고, 또 「ANY KEY ANSWER」은 착신시에 어떤 키를 눌러도 통화 가능한 기능 설정용이다. 또
한 「1 Min BEEP」는 통화 1분마다 비프음을 내어 시간의 경과를 알리는 기능 설정용이다.
    

제2 서브 메뉴 화면 SW2에는 「호출음 선택(Ringer Select)」, 「저신호 레벨경고(LowSignal Warn) 기능」, 「저
배터리 경고(LowBattery Warn) 기능」, 「호출음량(Ringer Volume) 기능」의 4가지가 표시된다. 여기서 「호출음 
선택」은 제3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3가지의 호출음 중에서 하나의 호출음을 선택하는 기능이고, 「호출 음량 기능」
은 제3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3단계의 음량 중에서 적절한 음량을 설정하는데 이용하는 기능이다.

제3 서브 메뉴 화면 SW3에는 휘도 설정에 이용되는 「LCD Density」, 퍼스널 ID 넘버의 변경에 이용되는 「Change 
PIN2」, 배경 노이즈가 많을 때 음성을 자동적으로 크게 하는 「AutoVolume DTRL」,「Noise Reduction」의 4가지 
항이 표시된다.

제4 서브 메뉴 화면 SW4에는 디스플레이(35)에 시각을 표시하는지의 여부를 설정하는데 이용하는 「Closk Display
」, 서비스 센터의 어드레스 변경에 이용되는 「SMS ServCenter」, 메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의 여부를 표시
할지를 설정하는 「SMS Enquiry」, 쇼트 메세지를 팩스로 전송할지를 설정하는 「SMS Telmatic」의 4가지 항목이 
표시된다.

제5 서브 메뉴 화면 SW5에는 쇼트 메세지에 중요도에 따라 중량을 부가하기 위한 「SMS Class」, 부가 서비스 내에 
있어서의 발착신을 규제하는 패스워드의 변경에 이용되는 「Change Password」, 상한을 넘는 발착을 제한하는 기능 
설정에 이용되는 「Charge ACMM」의 3가지 항목이 표시된다.

(3-2) 스크롤 기능

계속해서 같은 계층에 속하는 복수매의 메뉴 화면 또는 서브 메뉴 화면을 고속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한 휴대 전화 장
치(1)에 채용되어 있는 스크롤 기능을 제33도와 제34도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상기 스크롤 기능은 커서 K가 각 페이지 가장 위의 항목에 위치하고 있을 때 커서 K의 업이 지시되었을 때, 하나 전 페
이지로 표시가 전환됨과 동시에, 표시되는 항목 중 가장 위의 항목에 커서 K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또 커서 K
가 각 페이지의 가장 아래 항목에 위치하고 있을 때 커서 K의 다운이 지시되면, 다음 페이지로 표시가 전환됨과 동시에, 
표시되는 항목 중 가장 아래에 커서 K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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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메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재빨리 커서 K를 이동시킬 수 있다.

(4) 다른 실시예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커서 K의 이동과 항목의 확정에 이용하는 입력 장치로서 회전 기구 및 클릭 기구를 갖
는 조그 다이얼(36J)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커서 K의 이동을 입력하는 
조작방향과 선택된 항목을 확정하는 조작 방향이 다른 입력 장치이면 다른 구조의 입력 장치에 널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전각이 소정 각도로 제한된 이른바 조그 셔틀을 이용해도 된다. 또 클릭 기구 부착 트랙 볼이나 조이 스틱
을 이용해도 된다. 또 클릭 기구 부착 슬라이드 스위치를 이용해도 된다. 이들을 이용해도 상술한 제2 실시예의 경우와 
같이 조작 키 수가 적고 휴대성이 우수한 통신 단말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가동 마이크(33)을 장치 본체(32)에 장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했으나, 본 발
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마이크 고정식 휴대 전화 장치에 널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조그 다이얼(36J)의 업 다운 조작을 커서 K의 상하 이동에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
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조그 다이얼(36J)의 업 다운 조작을 커서 K의 좌우 방향으로의 이동에 이용해
도 된다.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전화 장부 리스트의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에서 조그 다이얼(36J)가 업 조작
된 경우에는 표시 화면을 상위 계층의 메뉴 화면, 즉 상대방 이름의 리스트 화면으로 전환되고, 커서를 상세 정보가 표
시되어 있던 상대방 위에 표시되어 있는 난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관해 설명했다.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제3
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업 조작된 경우에는 하나 위의 항목의 상세 정보를 표시하고, 조그 다이얼(36J)가 다운 조작
된 경우에는 하나 아래의 항목의 상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도 된다. 이 경우, 리스트 화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클
리어 키(36H)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 있어서는 전화 장부 리스트에 상대방 이름을 알파벳으로 입력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가따가나로 입력 가능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상대방 이름을 표시하는 등 록란으로부터 상대방 이름을 알파벳의 항
순으로 표시하는 항순 표시란으로의 전환에는 조그 다이얼(36J)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전용 조작 키나 기존 조작 키(예를 들면 「#」키)를 겸용하여 표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디스플레이(35) 상에 표시되는 문자나 숫자를 2종류의 폰트를 이응해서 표시하는 경우
에 관해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큰 폰트 및 작은 폰트의 2종류 외에 중간적인 폰트를 준비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가입자에 관한 일체의 관리 정보를 기억하는 ID카드로서 SIN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했다.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규격을 만족시키는 ID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제2 실시예에서는 커서 K가 페이지의 가장 위의 항목에 위치할때에 업 조작이 있으면 커서 K를 전 페이
지의 가장 위까지 점프시킴과 동시에, 커서 K가 페이지의 가장 아래 항목에 위치할 때에 다운 조작이 있으면 커서 K를 
다음 페이지의 가장 아래까지 점프시키는 경우에 관해 설명했다.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업 조작의 경우에만 이 
스크롤 기능이 동작하도록 해도 되고, 다운조작의 경우에만 이 스크롤 기능이 동작하도록 해도 된다.

또 이에 한정되지 않고, 커서 K가 페이지 상단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다운조작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커서 K를 이동
시키고, 업 조작이 있으면 1페이지씩 커서 K의 위치를 올리도록 해도 된다. 또 이것과는 반대로 업 조작이 있는 경우에
는 커서 K의 페이지 상단 위치에 관계없이 전 페이지로 커서 K를 이동시키며, 다운 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1페이지씩 
커서 K를 내리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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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단말 장치의 복수의 모드중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선택조작 수단, 및

상기 선택 조작 수단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하여 기능이 변화하는 조작 입력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선택 조작 수단에 의해 선택된 모드에 관한 복수의 항목이 표시되는 표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상기 장치 본체의 측면에 사용자에 의해 회동(回動) 조작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 회전 조작 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은 상기 장치 본체의 주면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선택 조작 수단에 의한 선택 조작을 기초로 하여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이 미조작 상태
로 설정되는 디폴트 상태와,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의 1단계 내지 n단계의 조작으로 각각 설정되는 제1 모드 내지 제n 모
드를 설정하는 제어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디폴트 상태를 포함하여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의 보다 적은 조작 단계로 설정되는 모드의 순서로,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부터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6.

스퍼커부와 마이크부를 구비한 장치 본체,

상기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통신 단말 장치의 복수의 모드중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선택 조작 수단,

상기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상기 선택 조작 수단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하여 기능이 변화하는 조작 입력 수단, 
및

상기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적어도 상기 선택 조작 수단 및/또는 상기 조작입력 수단에 의한 선택 조작 또는 입력 조작
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상기 장치 본체의 측면에 사용자에 의해 회동 조작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 회
전 조작 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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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조그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조그 셔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클릭 기능 부가 트랙 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클릭 기능 부가 조이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
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클릭 기능 부가 슬라이드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
말 장치.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은 상기 표시 수단과 함께 상기 장치 본체의 주면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장치 본체에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회동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회동 부재에 상기 
마이크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15.

통신 단말 장치에 있어서,

스피커부와 마이크부를 구비한 장치 본체,

상기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통신 단말 장치의 복수의 모드들 중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선택 조작 수단,

상기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상기 선택 조작 수단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하여 기능이 변화하는 조작 입력 수단,

상기 장치 본체에 설치되어, 적어도 상기 선택 조작 수단 및/또는 상기 조작 입력 수단에 의한 선택 조작 또는 입력 조
작에 필요한 정보간 표시되는 표시 수단, 및

상기 선택 조작 수단으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하여 선택된 모드를 설정하는 동시에, 상기 선택 조작 수단으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하여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의 기능을 전환(switching)하는 동시에, 상기 선택 조작 수단 및/또는 상기 조
작 입력수단으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하여 상기 표시 수단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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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통화 동작 중에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이 조작되었을 때에는 상기 스피커부로부터의 
출력 음량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통화 동작 중에 상기 선택 조작수단이 압압(押壓) 조작되었을 때에는 상기 스피커
부로부터의 뮤팅(muting)을 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을 이용해서 입력된 수신인측의 전화 번호 및 수신인측의 명칭에 관
한 데이타를 포함하는 복수의 수신인측 데이타를 기억하는 기억 수단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단말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상기 조작 입력 수단에 할
당되어 있는 수신인측을 표시하는 제1 표시 상태와,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를 수신인측의 알파벳 순으
로 표시하는 제2 표시 상태를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기억 수단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타가 표시되고, 또한 상기 
기억 수단으로부터 판독되어 상기 표시 수단에 표시된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수신인측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선택조
작 수단이 소정 시간 조작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이 소정 시간 조작되어 있
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상기 선택된 수신인측에 발신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상기 장치 본체의 측면에 사용자에 의해 회동 조작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는 
회전 조작 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조그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조그 셔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클릭 기능 부가 트랙 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5.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클릭 기능 부가 조이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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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은 클릭 기능 부가 슬라이드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은 상기 표시 수단과 함께 상기 장치 본체의 주면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장치 본체에 회동 가능하게 설치된 회동 부재를 더 포함하고, 상기 회동 부재에 상
기 마이크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

청구항 29.

    
복수의 모드중에서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선택 조작 수단과, 상기 선택 조작 수단에 의해 선택된 모드를 기초로 하여 
기능이 변화하는 조작 입력 수단과, 적어도 상기 선택 조작 수단 및/또는 상기 조작 입력 수단에 의한 선택 조작 또는 
입력 조작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는 표시 수단과,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을 이용해서 입력된 수신인측의 전화 번호 및 수
신인측의 명칭을 포함하는 복수의 수신인측의 데이타가 기억되는 기억 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단말 장치를 제어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상기 조작 입력 수단에 할당되어 있는 수신인측을 표시하는 제
1 표시 상태와, 상기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를 수신인측의 알파벳 순으로 표시하는 제2 표시 상태를 선택적
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또는 제2 표시 상태에서 상기 선택 수단에 의한 선택시에 선택된 수신인측의 상세한 데이
타를 상기 기억 수단으로 판독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표시 상태에서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이 조작되었을 때에는, 상기 조작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입력을 기초로 하여 표시되어 있는 복수의 수신인측 중 하나의 수신인측이 지정되는 동시에, 상기 제2 표시 상태에서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이 조작되었을 때에 상기 조작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입력에 따라 지정된 알파벳을 머리글자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수신인측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제1 또는 제2 표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정 시간, 상기 선택 조작 수
단 또는 상기 조작 입력 수단으로부터의 입력이 없었을 때에는 상기 표시 수단에 초기 화면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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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수단에 상기 기억 수단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표시되며 또한 상기 기억 수단으로부터 
판독되어 상기 표시 수단에 표시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수신인측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기 선택 조작 수단이 소정시간 
조작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상기 조작 입력 수단이 소정 시간 조작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상기 선택된 수신인측에 발신을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단말 장치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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