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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전화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자동차전화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2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탑재예를 나타낸 도면,

제3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중 무선기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4도(a)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중 무선기에 있는 음성다이얼부의 구성을 나타낸 불록도,

제4도(b)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중  무선기의  음성다이얼부에  있는  음성인식부의  일부구성을  나타낸 회
로도,

제5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중 무선기의 음성다이얼부에 있는 음성인식 LSI의 구성을 나타낸 불록도,

제6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중 무선기의 음성다이얼부에 있는 음성합성 LSI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7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중 전화기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제8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접속제어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아트,

제9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접속제어동작중 전원투입시의 동작을 나다낸 플로우차아트,

제10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접속제어동작중 초기화의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아트,

제11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접속제어동작중 초기화후의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아트,

제12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접속제어동작중 발신시의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아트,

제13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음성다이얼등록시의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 차아트,

제14도는 이 자동차전화장치의 음성다이얼인식시의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 차아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자동차전화장치                             200 : 안테나

300 : 무선기                                          310 : 무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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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복조기                                          314 : 변조기

316 : 파워앰프                                       318 : 송수신공용기

330 : 오디오제어부                                 331 : CPU

332 : 발진기/분주기                                333 : 어드레스디코더

334 : ROM                                             335 : RAM

336 : 무선부 제어부                                 337 : 오디오부

338 : 제어신호처리부                               339 : 오디오부 제어부 

340 : 디지탈인터페이스                            341 : 전원부 제어부

341 : 인더럽트콘트롤러                            343 : 데이터버스

344 : 어드레스버스                                  345 : 콘트롤버스

350 : 음성다이얼부                                  350a : 음성인식부

350b : 음성합성부                                    350c : DTMF 수신부

351 : B/U변환기                                      351a : 밸런스라인

356 : 감쇄기                                            357 : 음성인식LSI

358 : RMA                                              359,360 : 랫치회로

361,361 : 게이트회로                                363 : 어드레스디코더

364 : 음성합성LSI                                     365 : 랫치회로

366 : 증폭기                                              367 : 하이패스필터

368 : DTMF수신기                                    400 : 전화기

400a : 전화기본체                                     400b : 핸드셋트

411 : B/U 변환기                                       41la : 밸런스라인

41lb : 언밸런스라인                                   412,421 : U/B 변환기

412a : 언밸런스라인                                   412b : 밸런스라인

413,414 : 증폭기                                        415 : 잔향음 제거기

4l6,417 : 스위치                                         418 : 제어부

422 : 음성스위치부                                     423,424 : 스위치

430 : 키이부                                               450 : 표시부

452 : 액정표시기                                         454 : LCD 구동기

470 : 스위치부                                            472 : 후크스위치

474 : ON/OFF 스위치                                  490 : 음성입출력부

492 : 스피커                                                494 : 핸드프리마이크

496 : 핸드셋트마이크                                   498 : 핸드셋트리시버

500 : 자동차                                                502 : 트렁크

504 : 운전석                                                506 : 밧데리

508 : 퓨우즈                                                510 : 차양판

600 : 무선회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예컨내 자동차전화장치와 같은 무선전화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최근에는  자동차전화장치에  음성인식기능을  부가시켜줌으로써  다이얼  조작을  하지  않고  음성을 발성
하여  발신을  하는  소위  음성다이얼링기능이  실현되고  있으나,  그러한  음성다이얼링기능을  이용하여 
발신을 하는경우에는 정확한 전화번호로 발신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고려하여 발명된 것으로서,   정확한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무선전화장치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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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중  제1발명에  따른  무선전화장치는,  음성입력수단과,  이 음성
입력수단에  입력된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수단,  소정의  음성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소정의 군
(群)마다  기억하는  번호기억수단  및,  상기  음성인식수단에서  인식된  음성에  따른  전화번호를  상기 
번호기억수단으로부터  독출해서  그  전화번호에  따른  발신을  하는  발신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번호기
억수단으로부터의 전화번호의 호출을 상기 군마다 가능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발명은  음성입력수단과,  이  음성입력수단에  입력된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수단,  소정의 
음성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번호기억수단,  상기  음성인식수단에서  인식된  음성에  따른 전
화번호를  상기  번호기억수단으로부터  독출해서  그  전화번호에  따른  발신을  하는  발신수단  및, 음성
발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번호기억수단에  전화번호를  기억시킨  때  그  전화번호에  따른  음성을 상
기 음성발생수단에서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3발명은  음성입력수단과,  이  음성입력수단에  입력된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수단,  소정의 
음성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번호기억수단,  상기  음성인식수단에서  인식된  음성에  따른 전
화번호를  상기  번호기억수단으로부터  독출해서  그  전화번호에  따른  발신을  하는  발신수단  및, 음성
발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번호기억수단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독출한  때  그  전화번호에  따른  음성을 
상기 음성발생수단에서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4발명은  음성입력수단과,  이  음성입력수단에  입력된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수단,  소정의 
음성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번호기억수단,  상기  음성인식수단에서  인식된  음성에  따른 전
화번호를  상기  번호기억수단으로부터  독출해서  그  전화번호에  따른  발신을  하는  발신수단  및, 음성
발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번호기억수단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독출한  때  그  전화번호에  따른  음성을 
상기  음성발생수단에서  발생시키도록  한  무선전화장치의  음성다이얼링방식에  있어서,  상기 음성발생
수단이  전화전호에  따른  음성의  발생을  완료하기  전에  상기  발신수단에  강제적으로  전화번호에  따른 
발신을 시키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5발명은  음성입력수단과,  이  음성입력수단에  입력된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수단,  소정의 
음성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번호기억수단,  상기  음성인식수단에서  인식된  음성에  따른 전
화번호를  상기  번호기억수단으로부더  독출해서  그  전화번호에  따른  발신을  하는  발신수단  및,  이 발
신수단이  상기  음성인식수단에서  인식된  음성에  따른  전화번호를  상기  번호기억수단에서  독출한  후 
그  전화번호에  따른  발신을  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상기  음성인식수단을  재확인상태로  설정하는 수단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또한,  제6발명은  인간이  발한  음성을  음향신호로  변환시키는  제1변환수단과,  상기  음향신호를 디지
탈신호로  변환시키는  제2변환수단,  복수의  전화번호정보를  복수의  다른  어드레스정보로  대응되게 기
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디지탈신호와  상기  어드레스정보를  비교하는  비교수단,  이  비교수단에서의 
비교결과  디지탈신호와  어드레스정보가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정된  경우  그  어드레스정보에 
대응되게  기억되어  있는  전화번호정보를  상기  기억수단으로부터  독출해  내는  독출수단,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채널을  선택하는  선택수단  및,  최소한  상기  독출수단에서  독출된  전화번호정보를 포
함하는  발신신호를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7발명은  인간이  발한  음성을  음향신호로  변환시키는  제1변환수단과,  상기  음향신호를 디지
탈신호로  변환시키는  제2변환수단,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제
2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디지탈신호가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전화번호정보중  어떤 전화번호정보
를  나타내는가를  인식하는  인식수단,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채널을  선택하는  선택수단  및,  상기 
인식수단의  인식결과에  기초해서  최소한  상기  인간이  발한  음성에  대응되는  전화변호정보를 포함하
는  발신신호를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정으
로 하고 있다.

또한,  제8발명은  인간이  발한  음성을  음향신호로  변환시키는  제1변환수단과,  상기  음향신호를 디지
탈신호로  변환시키는  제2변환수단,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제
2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디지탈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인간이  발한  음성이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전화번호정보중  어떤  전화번호정보를  나타내는가를  인식하는  인식수단,  이  인식수단의  인식결과에 
기초하여  인식된  전화번호정보를  통보하는  통보수단,  반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는 선
택수단  및,  최소한  상기  통보수단에  의해  통보된  전화번호정보와  동일한  전화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발신신호를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을  통해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9발명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인간이  발한  음성을 인
식하고  그  인식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기억수단으로부터  대응되는  전화번호정보를  출력시키는 출력수
단,   음성다이얼링  모우드  천이신호를  생성해  내기  위한  수동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
널을  선택하는  선택수단  및,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  천이신호의  발생타이밍  및 상기출력수단으로
부터의  출력신호에  기초하여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을  통해  최소한  상기  인간이  반한 음
성이  나타내는  전화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발신신호를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고 있다.

또한,  제10발명은  인간이  발한  음성을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는  변환  수단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디지탈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인간
이  발한  음성이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전화번호정보중  어떤  전화번호정보를  나타내는가를 인식하
는  인식수단,  이  인식수단의  인식결과에  기초하여  인식된  전화번호정보를  통보하는  통보수단,   발신
중단지시신호를  생성해  내기위한  수동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발신신호
송출가능  신호를  생성해  내는  선택수단,  상기  통보수단에  의한  전화번호정보의  표시후  소정시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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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신중단지시신호가  생성되지  않고  또한  발신신호송출가능신호가  생성된  것에  기초하여  최소한 
인식된  전화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발신신호를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을  통해  송출하는 송
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11발명은  인간이  발한  음성을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는  변환수단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
화번호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  상기  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디지탈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인간이 
발한  음성이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전화번호정보중  어떤  전화번호정보를  나타내는가를  인식하는 
인식수단,  이  인식수단의  인식결과에  기초하여  인식된  전화번호정보를  통보하는  통보수단, 발신신호
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발신신호송출가능신호를  생성해  내는  선택수단  및,  상기 통보수
단에  의한  통보후  소정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상기  발신신호송출가능신호가  생성된  것에  기초하여 최
소한  인식된  전화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발신신호를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을  통해 송출하
는 송출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12발명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인간이  발한  음성을 인
식하고  그  인식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기억수단으로부터  대응되는  전화번호정보를  출력시키는 출력수
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  천이신호를  생성해  내기  위한  수동스위치,  이  수동스위치에  의한 음성다이
얼링모우드  천이신호의  생성에  기초하여  음성다이얼링모우드로  된  것을  통보하는  통보수단, 발신신
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선택하는  선택수단  및,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  천이신호가  발생된  것 
및  상기  출력수단으로부터의  출력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을  통해  최소한 
상기  인간이  발한  음성이  나타내는  전화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발신신호를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작 용)

상기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정확한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예시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자
동차전화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자동차전화장치(100)는  안테나(200)와 
무선기(300)  및  전화기(400)로  구성되는  바,  상기  안테나(200)는  제2도에  참조부호  100으로  도시된 
것처럼  자동차(500)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고  무선기(300)는  자동차(500)의  트렁크(502)내에 탑재되
어 있으며, 전화기(400)는 자동차(500)내의 운전석(504)부근에 탑재되어 있다.

상기  무선기(300)는  안테나(200)를  통해  기지국(基地局  ;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음)과의  사이에서 
무선회선(600)을  형성하여  신호를  주고  받는  무선부(310)와,  본  무선전화장치전체의  통괄적인 제어
를  수행하는  오디오제어부(330),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등을  수행하는  음성다이얼부(350),  ID  번호 
및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ID  ROM(370)  및  자동차(500)에  탑제되어  있는  밧데리(506  :  제2도 참
조)의  전력을  퓨우즈(508)를  통해  공급받아서  본  무선전화장치의  각  부분에  공급하는  전원부(390)로 
그 주요부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화기(400)는  오디오제어부(410)와,  소정의  키이입력이  행하여지는  키이부(430),  소정의 표
시를  수행하는  표시부(450),  각종  전환이  수행되는  스위치부(470)  및  가청음의  입출력이  이루어지는 
음성입출력부(49)로  그  주요부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전화기(400)는  전화기본체(400a)와   핸드
셋트(400b)로  이루어져  있는  바,   상기  전화기본체(400a)측에는  오디오제어부(410)의   일부와 스위
치부(470)가  구비되어   있음과  더불어   음성입출력부(490)중의   스피커(492)가  구비되고  예컨대   운
전석(504)근방의   차양판(510  ;  sunvisor)등에  부착되는  핸드프리마이크(494)가  접속되어  있다.   그
리고,   상기  핸드셋트(400b)측에는  오디오제어부(410)의  일부와  키이부(430)  및  표시부(450)가 구비
되어  있음과  더불어  음성입출력부(490)중의  핸드셋트마이크(496)와  핸드셋트리시버(498)가  구비되어 
있다.

제3도는  상술한  무선기(300)의  구성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로서,  동  도면에  도시했듯이 무선부
(310)는  복조기(312)와  변조기(314),   파워앰프(316),   송수신공용기(318)   밋  신디사이저(32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복조기(312)는  무선회선(600)과  안테나(200)  및  송수신공용기(318)를  통해 입
력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신호를  복조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신신호에는  가청음신호와 제어신
호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변조기(314)는  오디오제어부(330)로부터  출력되는  가청음신호와 제어
신호등을 변조시켜서 송신신호를 만든다.

파워앰프(316)는  변조기(314)로부터  출력되는  송신신호를  증폭시키게  되는데,   이  파워앰프(316)에 
있어서의   증폭률은  예컨대  8단계로  전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한편,   상기한 송수신공용기
(318)는  무선회선(600)과  안테나(200)를  통해서  입력되는  수신신호를  복조기(312)로  송출함과 더불
어,  변조기(314)와  파워앰프(316)를  통해서  입력되는  송신신호를  안테나(200)로  송출한다.  그리고 
신디사이저(320)는  챈널선택용  국부발진기로서,  변조해야할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인  바,  이 신디사
이저(320)에 의해 지정되는 챈널은 예컨대 666 챈널정도이다.

오디오제어부(330)는 CPU(331)와 발진기/분주기(332),  어드레스디코더(333),  ROM(334),  
RAM(335),  무선부   제어부(336),   오디오부(337),   제어신호처리부(338),   오디오부   제어부(339),   
디지탈   인터페이스(340),   전원부제어부(341),  인터럽트콘트롤러(342)로  구성되어  있고,  도면의 참
조부호 343은 예컨대 8비트의 데이터버스, 344는 어드레스버스, 345는 콘트롤버스를 나타낸 것이다.

위와  같은  구성에서  상기  CPU(331)는  이  오디오  제어부(330)전체의  통괄적인  제어를  수행하게  되고, 
발진기/분주기(332)는  CPU(331)에  클록을  공급함과  더불어  그  클록을  분주해서  타이밍신호로  각 회
로부에 공급한다.

또한,  어드레스디코더(333)는  상기  CPU(331)로부터의  명령신호에  따라  각  회로부에  소정의 동작신호
를  출력한다.  그리고  ROM(334)은  CPU(331)의  동작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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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335)은 CPU(331)의 제어처리시에 각종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다.

한편,  무선부  제어부(336)는  CPU(331)의  명령에  기초하여  무선부(310)를  제어하는  것으로,  이 무선
부  제어부(336)는  예컨대  신디사이저(320)가  지정해야  할  주파수와  파워앰프(316)가  증폭해야  할 증
폭률  및  변조기(314)가  변조해야  할  변조도등을  지정함과  더불어,  오동작방지대책으로서 신디사이저
(320)로부터  출력되는  동기어굿남신호와  파워앰프(316)로부터  출력되는  출력검출신호등을  입력해서 

이것을 CPU(331) 로 전달한다.

그리고  오디오부(337)는  복조기(312)에서  복조된  수신신호중  제어신호를  제어신호처리부(338)로 송
출하고,  가청음성실호를  음성다이얼부(350)  및  전화기(400)로  송출하며,  상기 제어신호처리부(338)
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와  함께  전화기(400)  및  음성다이얼부(350)로부터  출력되는  가청음신호를 
변조기(314)로 송출한다.

이러한  오디오부(337)는  또한  제어신호처리부(338)로  송출하는  제어신호의  파형정형  및 변조기(31
4)로 송출해야 할 제어신호의 필터링기능도 갖추고 있다.

상기  제어신호처리부(338)는  오디오부(337)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와의  비트동기  및  프레임동기를 
취하고,   직렬신호인  제어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제어데이터를  병렬신호로  바꾸어 
주며,   한편  기지국으로  송출해야  할  병렬신호인  제어데이터를  직렬신호인  제어신호로  바꾸어서 오
디오부(337)로 송출한다.

오디오부  제어부(339)는  수신신호를  오디오부(337)로부터  제어  신호처리부(338)와 음성다이얼부
(350)  혹은  전화기(400)중  어딘가로  송출한  것인가를  제어하면서,   제어신호처리부(338)와 음성다이
얼부(350)  혹은  전화기(400)로부더  출력되는  송신신호중  어떤  신호를  오디오부(337)로  거두어 들일
지의 전환동작을 제어한다.

디지탈인터페이스(340)는  무선기(300)와  전화기(400)간의   인터페이스를  취하는  것이고,   전원부 제
어부(341)는  전원부(390)를  제어하는  것인데,   이  전원부  제어부(341)는  예컨대  밧데리(506)로부터 
전원부(390)에  공급되는  전압을  소정의  전압으로  설정하여  각  부분에  공급하는  것을  제어한다. 
한편.  인터럽트콘트롤러(342)는  각  부분으로부터의  인터럽트  지령을  받아서  CPU(331)에  인터럽트를 
거는 것이다.

제4도(a)는  제1도  및  제3도에  도시된  음성다이얼부(350)의  구성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이  음성  다이얼부(350)는  음성인식을  한  음성인식부(350a)와  음성합성을  하는 
음성합성부(350b)  및 DTMF 신호를 수신하는 DTMF 수신부(350c)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음성인식부(350a)는  밸런스/언밸런스  변환기(351  ;  B/U   변화기)와  하이패스필터(351),   증폭
기(353),   AGC  회로(354),   감쇄기(356),   음성인식 LSI(357),   RAM(358),   랫치회로(359,360),   게
이트회로(361,362)  및  어드레스디코더(363)로  구성되어  있다.  제4도(b)는  이러한 음성인식부(350a)
의  일부구성을  더  상세하게  나타낸  회로도로서,  동  도면에  나타낸  것처럼  B/U  변환기(351)는 OP앰프
(OP351)와  저항(R351a,  R351b,  R351c,  R351d  등),  콘덴서(C351a,  C351b)  및  기준전압(Vrefl)으로 구
성되는 차동증폭회로이다.

여기에서  본  자동차전화장치(100)에  있어서  각  핸드프리마이크(494)와  핸드셋트마이크(496)의 직후
에는  제  4  도(b)에  도시된  것과  같은  2조  OP앰프[OP412a(421a),  OP412b(421b)]와  저항[R412a(421a), 
R412b(421b),  R412c(421c),  R412d(421d]  및  기준전압(Vref3)으로  구성되는  언밸런스/밸런스 변환기
[412(421)  ;  U/B  변환기,  제7도참조]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핸드프리마이크(494)  또는 핸드셋트
마이크(496)로부터  입력된  음성신호는  U/B변환기[412(421)]에  의해 밸런스라인[351a(412b,421b)]상

의 신호로 변환되어 이 밸런스라인[351a(412b,421b)]을 통해 본 음성인식부(350a)로 입력된다.

그리고  음성인식부(350a)에  입력된  밸런스라인(351a)상의  음선신호는  B/U  변환기(351)에  의해 언밸
런스라인(351b)상의  음성신호로  변환된  후,  음성인식부(350a)를  위한  음성신호로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성신호의  전송로인  밸런스라인[351a(412b,421b)]상에  실리는  공통모우드의  노이즈,  즉 밸
런스라인을  구성하는  2개의  선로상에  실리는  동위상의  노이즈는  B/U  변환기(351)에  의해  지워져서 
제거된다.  그리하여  그러한  노이즈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인식에러에  의한  오동작의  방지  및 인식율
의 향상이 도모된다.

하이패스필터(352)는  OP  앰프(OP352)와  저항(R352a,  R352B,  R352c),  콘덴서(C352a,  C352b),   기준전
압(Vrefl)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그  컷오프주파수(fc)가  600Hz정도로서  음성인식부(350a)에 입력되
는  음성신호중  저주파성분의  제거를  도모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500)내의  노이즈는  저주파성분이 
많아서  헨드프리마이크(494)나  핸드셋트마이크(496)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신호에는  이들 저주파성분
이  노이즈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술한  것처럼  저주파성분을  제거하여  음성인식을  함으로써 노
이즈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인식에러에  의한  오동작의  방지  및  인식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증폭기(353)는  OP  앰프(OP353)와  전송게이ㅌ트(TG353),   저항(R353a,  R353b,  R353c,  R353d)로 구성
되어 상기 하이패스필터(352)로부터의 음성신호를 증폭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폭기(353)는  오디오  제어부(330)의  제어를  받음으로써  전화기(400)에  있어  음성의 입력수
단으로  핸드프리마이크(494)가  사용될  때에는  핸드셋트마이크(496)가  사용될  때에  비해  그  증폭률이 
저하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기능은  오디오  제어부(330)의  CPU(331)가  후술할  핸드셋트(400b)의  온후크  또는  오프후크를 검
출하는  후크스위치(472)로부터의  제어신호에  기초하는  상태플래그를  갖추고서,   예컨대 핸드셋트
(400b)가  온후크인   상태,   즉  핸드프리마이크(494)의   사용시에는  상기  상태플래그가  상승하고,   
이에  기초하여  CPU(331)로부터 디지탈 인터페이스(340)와 랫치회로(359)를 통해 전송게이트
(TG353)의  제어측에  소정의  제어신호가  입력됨으로써  실현되게  된다.   그리하여 핸드프리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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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를  사용할  때에는  핸드셋트마이크(496)를  사용할  때에  비해  자동차(500)의  노이즈가  혼입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핸드프리마이크(494)를  사용할  때에는  증폭률을  저하시킴으로서 노이
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인식에러에 의한 오동작의 방지가 도모되게 된다.

AGC  회로(354)는  OP   앰프(OP354a,OP354b)와  트랜지스터(Tr354),   저항(R354a,R354b,  R354c, R354d
등),  콘덴서(C354a,  C354b,  C354c),  다이오드(D354a,  D354b)  및  기준전압(Vref2)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기  OP  앰프(OP354a)는  증폭기(353)에서  증폭된  음성신호와  기준전압(Vref2)의 차
이를  취하고,  그  차성분이  다이오드(D354a,  D354b)와  콘덴서(C354a)등에  의해  정류되는  값  OP 앰프
(OP354b)로 구성되는 전압폴로워회로를 통하여 트랜지스터(Tr354)의 베이스측(제어측)에 입력된다.

상기  트랜지스터(Tr354)는  그  베이스에  입력되는  전류에  기초하여  증폭기(353)에  입력되는 음성신호
의  레벨을  제어한다.  즉,  AGC  회로(354)에  의해  증폭기(353)에서  증폭되는  음성신호의  양이 제어되
어,  하이패스필터(352)로부터의  음성신호의  강약에  관계없이  항상  소정레벨의  음성신호가 증폭기

(353)로부터 출력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이나믹레인지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음성레벨의  개인차가  흡수된다.  즉, 음성
레벨의  강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개인의  통상적인  음성레벨을  음성인식을  할  수  있으므로, 인식
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감쇄기(356)는 OP 앰프(OP356)와 전송게이트(TG356a, TG356b, TG356c) 및 저항(R356a, R356b, 
R356c)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폭기(353)로  부터  출력된  음성신호는  전송게이트(TG356a)와 저항
(R356a)이  직렬로  접속되어  이루어진  제  1  통로와  전송게이트(TG356b)와  저항(R356b)이  직렬로 접속
되어  이루어진  제2통로,  전송게이트(TG356c)와  저항(R356c)이  직렬로  접속되어  이루어진  제3통로를 
각각  거쳐서  OP  앰프(OP356)에  입력되고,  이  OP  앰프(OP356)의  출력이  음성인식LSI(357)에  입력되는 
음성신호로  된다.  각  전송게이트(TG356a,  TG356b,  TG356c)에는  오디오  제어부(330)의 CPU(331)로부
터 부여되는 ON/OFF지령 신호가 랫치회로(359)를 거쳐서 입력된다. 그리고 각 전송게이트
(TG356a,TG356b,TG356c)는  상기  ON/OFF지령  신호에  따라  각각  ON/OFF  된다.  이리하여  감쇄기(356)의 
감쇄율은  오디오  제어부(330)에  의해  제어되고,  그  감쇄율에  따라  감쇄된  음성신호가 음성인식
LSI(357)에  입력된다.  이로써  후술할  음성다이얼링을  행하기  전의  등록동작시  음성등록에  있어서는 
다른  음성신호의  레벨로  복수회  음성을  등록하는  것이  실현된다.  한편,  상기한 음성인식LSI(357)는
음성신호를  인식하는  것이고,  RAM(358)  은음성인식LSI(357)에서  인식시키고  싶은  단어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다.

제5도는  상술한  음성인식LSI(357)의  구성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로서,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이 
음성인식  LSI(357)는   2조의  증폭기(357a,  357b)와  4조의  밴드패스필터(357c,  357d,  357e,  357f),   
다중화기(357g),  A/D변환기(357h),  CPU(357i),  ROM(357j),  RAM(357k),  CPU인터페이스(3571)  및  RAM 
인터페이스(357m)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증폭기(357a,357b)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증폭하는  것으로,  각  증폭기(357a,  357b)의 증폭
률은  예컨대  10배로  되어  있다.   또한,  밴드패스필터(357c,  357d,  357e,  357f)는  증폭되는 음성신호
를  여파하는  것인데,  각  밴드패스필터(357c,  357d,  357e,  357f)의  통과대역  중심주파수는  예컨대 각
각  0.5KHz,  1KHz,  2KHz,  4KHz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화기(357g)는  각  밴드패스필터(357c,  357d, 
357e,  357f)로부터  출력되는  여파된  음성신호를  다중화하는  것이고,  A/D  변환기(457h)는  그렇게 다
중화된 음성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는 것이다.

상기한  CPU(357i)는  음성인식LSI(357)를  통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고,  ROM(357j)은  CPU(357i)의 동
작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것이며,  RAM(357k)은  CPU(357i)의  제어시에  각종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CPU  인터페이스(357l)는  오디오  제어부(330)와의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취하는 것이고, RAM 인터페이스(357m)는 RAM(358)과의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성인식시에는  증폭기(357a,  357b)와  밴드패스필터(357c,  357d,  357e,  357f), 다중화기
(357g)  및  A/D  변환기(357h)를  통해  입력되는  표본화와  양자화  및  부호화된  음성신호가  상기한  RAM 
인터페이스(357m)를  거쳐서  입력되어지는  미리  RAM(358)에  등록되어  있는  인식시키고  싶은 단어데이
터와  비교된다.   또한,  인식시키고  싶은  단어를  등록하는  경우에,  상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본화와 
양자화  및  부호화된  등록해야  할  음성신호의  데이터는  RAM  인터페이스(357m)를  거쳐서  RAM(358)으로 
송출되어 기억된다.

음성합성부(350b)는  오디오  제어부(330)로부터  송출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소정의  음성을  발생시키는 
음성합성LSI(364)와 랫치회로(365) 및 합성된 음성을 증폭시키는 증폭기(366)로 구성되어 있다.

제6도는  상기한  음성합성LSI(364)의  구성을  더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로서,  이  음성합성LSI(364)는 
발생시키는  언어의  어드레스를  소정의  코오드로  간접지령하기  위한  ROM(364a)과  음성파라메터를 격
납하는  ROM(364b),  음성파라메터를  독출하기  위한  병렬/직렬  변환기(364c),  1프레임분의  파라메터를 
격납하는  RAM(364d),  파라메터를  비선형적으로  복호화하는  ROM(364e),  파라메터를  소정시간마다 보
간해 주는 보간회로(364f), 파라메터를 격납하여 연산을 하기 위한 레지스터(364g), 유성음원
(364h), 무성 음원(364i), 격자형 디자탈필터(364j) 및  D/A 변환기(364k)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DTMF  수신부(350c)는  하이패스필터(367)와  DTMF  수신기(368)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DTMF 수
신기(368)는  하이패스필터(367)를  통해  음성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DTMF  신호를  입력하여  그것을 인
식하는 것이다.

제7도는  상기한  전화기(400)의  구성을  더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화
기본체(400a)는  B/U  변환기(411)와  U/B  변환기(412),  증폭기(413,414,   잔향음  제거기(415  :   echo 
canceller)  및  스위치(416,417)로  이루어진  오디오  제어부(410)와  ;  핸드프리마이크(494)   및 스피
커(492)로  이루어진  음성입출력부(490)  ;   후크스위치(472)와  ON/OFF  스위치(474)로  이루어진 스위
치부(470)로 그 주요부가 구성되어 있다(제1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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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구성에서  B/U  변환기(411)는  무선기(300)의  오디오부(337)로  부터  밸런스라인(41la)을  통해 
송출되는  음성신호를  언밸런스라인(41lb)산의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이 언밸런스라인(41l
b)상의  신호로  변환된  음성신호는  증폭기(413)에  의해  증폭되어  스피커(492)로  출력된다.  또한,   무
선기(300)의  오디오부(337)로부터  출력되는  음성신호는  언밸런스  라인상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 오
디오부(337)의 직후에 배치된 U/B 변환기(337a)에 의해 밸런스라인상의 신호로 변환되게 된다.

상기한  U/B  변환기(412)는  핸드프리마이크(494)에서   입력되어   증폭기(414)에서   중폭된   언밸런스
라인(412a)상의 음성신호를 밸런스라인(412b)상의 신호로 변환시킨다.

이  밸런스라인(412b)상의  신호로  변환된  음성신호는  밸런스라인(412b)을  거쳐서  오디오부(337)로 송
출된다.

또한,  무선기(300)의  오디오부(337)로  입력되는  음성신호는  언밸런스라인상의  신호이여야  하기 때문
에  이오디오부(337)의  직전에  배치된  B/U  변환기(337b)에  의해  언밸런스라인상의  신호로  변환되고 
있다.

잔향음  제거기(415)는  B/U  변환기(411)로부터  증폭기(413)로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감쇄시키는 감쇄
기(415a)와  이  감쇄기(415a)의  감쇄율을  제어하는  감쇄기제어부(415b),  증폭기(414)로부터  U/B 변환
기(412)로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감쇄시키는  감쇄기(415c),  이  감쇄기(415c)의  감쇄율을  제어하는 감
쇄기제어부(415d)   및  각  라인상의  음성신호에  기초하여   각  감쇄기제어부(415b,  415d)의   제어량을 
산출하는 제어량산출부(415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위치(416)는  B/U  번환기(411)로부더의   음성신호를  스피커(492)로  출력시킬   것인가 아닌
가의  전환을  수행하는  것이고,   스위치(417)는  핸드프리마이크(494)로부터의  음성신호를 무선기
(300)의  오디오부(337)로  송출할  것인가  아닌가의  전환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들  스위치(416, 
417)의 전환은 무선기(300)의 오디오 제어부(330)로부터 송출되는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후크스위치(472)는  핸드셋트(400b)의  온후크  또는  오프후크를  검출하는  것인데,   이렇게  검출된 신
호는  무선기(300)의  오디오  제어부(330)로  송출된다.  또한,ON/OFF  스위치(474)는  본 자동차전화장치
(100)전제의  ON/OFF를  전환시키는  것인  바,  이  전환신호는  무선기(300)의  오디오  제어부(330)로 송
출된다.

핸드셋트(400b)  는  제어부(418)  와  증폭기  (419a,  419b,  419c),   감쇄기  (420),  U/B  변환기(421),   
음성스위치부(422),  스위치(423,  424)등으로  이루어진  오디오  제어부(410)와,  액정표시기(452)  및 
LCD  구동기(454)로  이루어진  표시부(450),   복수의  키이패드로  이루어진  키이부(430),   핸드셋트마
이크(496)와  핸드셋트리시버(498)로  이루어진  음성입출력부(49)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술한 
제어부(418)는  무선기(300)의  오디오  제어부(330)로부터  송출되는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핸드셋트
(400b)  전제를  통괄적으로  제어함과  더불어  키이부(430)로부더  입력되는  제어신호등을 무선기(300)
의 오디오 제어부(330)로 송출하게 된다.

상기한  증폭기(419a,  419b)는  본체(400a)의  B/U  변환기(411)로부터  송출된  음성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이고,  감쇄기(420)는  음성신호를  감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증폭기(419a)와  감쇄기(410)  및 증폭
기(419b)를 거친 음성신호는 핸드셋트리시버(498)로부터 출력된다.

또한,  중폭기(419c)는  핸드셋트마이크(496)로부더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이고,  U/B 변
환기(421)는  증폭된  언밸런스라인(421a)상의  음성신호를  밸런스라인(421b)상의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  밸런스라인(421b)상의  신호로  변환된  음성신호는  밸런스라인(421b)과  본체(400a)상의 밸런스라인
(421c)을 거쳐서 오디오부(337)로 송출된다.

스위치(423)는  B/U  변환기(411)로부터의  음성신호를  핸드셋트리시버(498)로  출력할  것인가  아닌가를 
전환시키는  것이고,  스위치(424)는  핸드셋트마이크(496)로부터의  음성신호를  무선기(300)의 오디오
부(337)로  송출할  것인가  아닌가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들  스위치(423,424)의  전환은 제어부(41
8)로부터  송출되는  제어신호에  기초하여  실행되는데,  상술한  본체(400a)측의  스위치(416,417)와 연
동해서 실행된다. 즉, 이 자동차전화장치(100)가 수신대기상태인 경우에는 모든 스위치
(416,417,423,424)가  오프상태로  되고,  키이입력에  대한  확인음의  명동시(嗚動時)에는 스위치(416)
가  온상태로  되면서  스위치(417,423,424)가  오프상태로  되며,  핸드셋트(400b)를  오프후크인  상태로 
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스위치(423,424)가  온상태로  되면서  스위치(416,417)가  오프상태로 
된다.  또한,  핸드셋트(400b)를  온후크인  상태로  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스위치(416,417)가 온상
태로 되면서 스위치(423,424)가 오프상태로 된다.

음성스위치부(422)는  레벨검출기(422a)와  오아회로(422b)  및  스위치(422c)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상기  레벨검출기(422a)는  핸드셋트마이크(496)에  입력되는  음성신호의  신호레벨을  검출하는 것으로
서,  신호레벨이  소정치  이하이면  로우레벨의  신호를,  소정치  이상이면  하이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또한,  오아회로(422b)는  레벨검출기(422a)의  출력신호와  제어부(418)로부터  출력되는  소정의 
제어신호의  논리합을  취하는  것이고,  스위치(422c)는  상기  오아회로(422b)로부터  로우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으면  온상태로  되어  음성신호의  라인(421a)이  접지레벨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핸드셋트마
이크(496)로부터의  음성신호는  오디오부(337)로  전달되지  않고  핸드셋트마이크(496)는  오프상태로 

된다.

또한  스위치(422c)는  상기  오아회로(422b)로부터  하이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으면  오프상태로  되어 핸
드셋트마이크(496)가  온상태로  된다.  여기에서,  상술한  오아회로(422b)의  한쪽에  입력되는 제어부
(418)로부터의  제어신호는  수신대기시나  통상의  통화시등에는  로우레벨로  되고  후술할 음성다이얼링
을 가증하게 하는 인식모우듯에는 하이레벨로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화상태에서  발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핸드셋트마이크(496)가  오프상태로  되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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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500)내의  소음이  상대방에게  송출되지  않는  쾌적한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음성다이얼링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모우드시에  핸드셋트마이크(496)는  항상  온상태이기  때문에  레벨검출기(422a)에 
의한 전환은 관계없게 된다.

여기에서  상기  레벨검출기(422a)는  통화상태에서의  발성에  기초하는  전환시에  그  전환이  빈번히 발
생함으로써  생기는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의  시정수를  주는  콘덴서(도면에는  생략)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종래에  있어서는  음성다이얼링시에  그  콘덴서에  의해  음성의  어두(語頭)의  레벨이 
저하되어  음성다이얼링  불확실하게  되어  있었지만,  본  자동차전화장치(100)에서는  상술한  것처럼 음
성다이얼링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모우드시에  핸드셋트마이크(496)가  항상  온상태로  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확실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지게 된다.

액정표시기(452)는  몇몇  자릿수의  숫자표시부(452a)와  각  기능의  표시부(452b)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고,  LCD구동기(454)는  제어부(418)의  제어에  기초해서  액정표시기(452)를  구동시켜서  소정의 표시
를  수행하는것이다.  또한  키이부(430)는  "0"∼"9"의  숫자키이와  "★",  "#,  "SEND",  "STO",  "END", 
"RCL",  "FCN",  "CLR",  "EMR",  "MUTE",  "TONE"과  같은  기능키이의  키이패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키이패드가 눌려지는 것은 제어부(418)에서 인식되게 된다.

다음에는  상기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전화장치(100)의  동작을  플로우차아트에  의거  상세히 설
명한다.

우선, 이 자동차전화장치(100)이 접속제어동작을 제8도에 의거 설명한다.

전화기(400)에  있는  스위치(470)를  온시키면,  전원부(390)로부터  각  구성부분으로  전원이 투입된다
(스텝801).  제9도는  그때의  상세한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아트로서,  먼저  전원이  투입됨으로써  각 
구성부분이  리셋토되고(스텝  901),   이들  각  구성부분의  리셋트의  완료되면  예컨대 액정표시기(45
2)의  전면이  점멸하거나  소정의  명동음(鳴動音)이  스피커(492)로부터  출력됨으로써  사용자에게 리셋
트의 완료가 통지된다.

그후,  록크상태로  설정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확인되는데(스템  902)  상기  록크상태라  함은 키이부
(430)에서  소정의  키이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
로써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있다.

상기한  록크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액정표시기(452)의  "LOCK"표시가  점등된다(스텝  903).   
한편,  록크상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액정표시기(452)의  "NO  SVC"  표시가  점등된다(스텝 
904).

위와  같은  리셋트가  완료되면,  초기화가  실행되는  바(스텝  802),  제10도는  그때의  상세한  동작을 나
타낸  플로우차아트이다.  즉,  무선기(300)에  있는  오디오  제어부(330)는  복조기(312)에서  그 시스템
에  미리  정해져  있는  제어챈널(이하  D챈널이라  약칭함)을  스캔함으로써(스텝  1001) 수신전계강도정
보를  얻는다.  그리고  D챈널중  전계강도가  가장  센  D챈널을  수신하는  상태로  된다.  또한,  이때 D챈널
중 그 다음으로 전계강도가 센 D챈널의 정보도 언어지고 있다.

그후,   제어신호처리부(338)가  수신하고  있는  D챈널과의  비트동기  및  프레임동기,   즉  워드동기를 
취하고(스텝 1002)이 D챈널로부터 시스템정보를 얻는다(스텝 1003).

한편,  상술한  워드동기  혹은  시스템정보의  수신이  소정시간  경과해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
음으로  전계강도가  센  D챈널에  의해  같은  동작이  실행된다(스텝  1004).  이  경우에  있어서  워드동기 
혹은  시스템정보의  수신이  소정시간  경과해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조기(312)에서의   D챈널의 
스캔이 다시 실행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초기화가  완료되면,  제11도에  도시한  것처럼  착신신호등을  수신하기  위한 제어챈
널(이하, P챈널이라 약칭함)에 대해 스캔이 실행된다(제8도에서는 스텝 803).

즉,  무선기(300)에  있는  오디오  제어부(330)는  복조기(312)에서  각  P챈널을  스캔함으로써(스텝 
1101)  수신전계강도정보를  얻은  후  P챈널중  전계강도가  가장  센  P챈널을  얻은  상태로  된다.  또한 이
때에는 P챈널중 그 다음으로 전계강도가 센 P챈널의 정보도 얻어지고 있다.

그후,  제어신호처리부(338)가  수신하고  있는  P채널과의  비트동기  및  프레임동기,  즉  워드동기를 취
하고(스텝 1102), 이 P챈널로부터 시스템정보를 얻는다(스템 1103).

한편,  상술한  워드동기  혹은  시스템정보의  수신이  소정시간  경과해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
음으로  전계강도가  센  P챈널에  의해  같은  동작이  실행된다(스텝  1104).  이  경우에  있어서  워드동기 
혹은  시스템정보수신이  소정시간  경과해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화가  다시  실행된다(스텝 
802).  또한,  시스템정보로부터  위치정보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초기화가  다시  실행된다(스텝 
802).

이상의 접속제어에 의해 수신대기상태로 된다(스텝 804).

상기  수신대기상태에서  P챈널을  통해  착신신호가  수신되면  소정의  챈널로  응답신호를 반신(返信)함
과  더불어(스텝  804)  통화회선을  확립시키기  위해  기지국과의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제어챈널(이하, 
A챈널이라 약칭함)에서 상술한 D챈널 및 P챈널과 동일한 스캔이 실행된다.

즉,  무선기(300)에  있는  오디오  제어부(330)는  복조기(312)에서  각  A챈널을  스캔함으로써 수신전계
강도정보를  얻고,  그  A챈널중  전계강도가  가장  센  A챈널을  수신하는  상태로  된다.  그후, 제어신호처
리부(338)가  수신하고  있는  A챈널과의  비트동기  및  프레임동기,  즉  워드동기를  취하고  이  A챈널을 
통해 통과챈널지정신호를 얻으면, 지정된 통화챈널로 전환된다(스텝 805).

그리고 그 통화챈널에서 호출신호의 수신대기상태로 된다(스텝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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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수신상태에서  종화상태(終話狀態)로  되면  상기  통화챈널에서의  수신상태가  해제되어(스텝 
807), 송신기능이 정지상태로 된다(스텝 808).

그후 통화챈널에 의해 호출신호가 수신되면 사용자의 응답대기상태로 된다(스텝 809).

그리고  사용자가  오프후크  또는  "SEND"  키이를  누름으로써  호출에  응답하면  통화가 이루어지고(스텝
810),  통화가  종료되면  상기  통화챈널에서의  수신상태가  해제되며(스텝  807),  송신기능이 정지상태
로 된다(스텝 808) .

한편, 통화중에 호출신호가 수신되면 다시 사용자의 응답대기상태로 된다(스텝 809).

한편,  상술한  통과챈널  수신상태(스텝  806)와  응답대기상태(스텝  809)  혹은  통화상태(스텝  810)에 
있어서  소정시간  이상의  훼이딩(fading)이  발생하면,  송신기능이  정지상태로  된다(스텝  808). 그리
고 송신기능이 정지상태로 되면(스텝 808), 다시 초기화가 실행된다(스텝 802)

다음에는  발신에  대해  설명하겠는데,  이  발신도  상술한  착신과  마찬가지로  수신대기상태로부터 실행
된다(스텝 804, 스텝 811).

제12도는  발신동작을  더  상세히  나타낸  플로우차아트로서,  키이부(430)로부터  입력이  있거나  후술할 
음성다이얼에  의해  발신요구가  있으면,  발신접수시간을  계수하는  타이머가  셋트되는데(스텝  1201), 
그  셋트시간은  예컨대  12초로  되어  있다.  그후  무선기(300)에  있는  오디오  제어부(330)는 복조기
(312)에서  각  소정의  제어챈널을  스캔함으로써(스텝  1202)  수신전계강도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이들 
제어챈널중  전계강도가  가장센  제어챈널을  수신하는  상태로  된다.  또한  이때에는  제어챈널중  그 다
음으로 전계강도가 센 제어챈널의 정보도 얻어지고 있다.

다음에는  사용자가  발신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된다(스텝  1103).  이  기능은  사용자가 키이
부(430)를  통해  발신하고  싶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설정한  후  "SEND"키이를  누름으로써 상태천이하
는  발신  플래그가  "1"로  된다면  발신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SEND"키이를  누른  후 
"END"키이를  누름으로써  발신프래그가  "0"으로  된다면  발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실행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발신의사가 없는 때에는 초기화가 다시 실행된다(스텝 802).

그후,  제어신호처리부(338)가  수신하고  있는  제어챈널과의  비트동기  및  프레임동기,  즉  워드동기를 
취하고 그 제어챈널로부터 시스템정보를 얻는다(스텐 1204).

한편,  상기  워드동기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전계강도가  센  제어챈널에  의해  동일한 동
작이 실시된다(스텝 1205).   이  경우에 있어서 워드동기가 취해지지  않는 때에는 초기화가 다시 실
행된다(스텝802).

또한,   상기  싯점에서  다시  사용자의  반신의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된다(스텝  1206).  이  기능은 상
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신플래그가  "1"이라면  발신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발신플래그가 "0"이
라면  발신의사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실행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발신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초기화가 다시 실행된다(스텝 802).

상기한  과정  이후에  본  자동차전화장치(100)는  상술한  시스템정보에  기초하여  소정의 발신제어챈널
을  포착한다(스텝  1207).  그리고  이  발신제어챈널의  포착에  의해  발신신호  송출가능플래그가 "0"으
로부터  "1"상태로  천이된다.  또한,  발신제어챈널을  포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기화가  다시 실행된
다(스텝  802).  그리고  발신제어챈널의  포착이  지연된  경우에는(스텝  1208)  다시  발신의사의  확인이 
실행된다(스텝 1206).

그리고  사용자의  발신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발신프래그가  "1"이고),  또  발신제어챈널이 포착된다
면(발신신호  송출가능플래그가  "1"이라면),  그  발신제어챈널을  통해  사용자가  설정한  상대방의 전화
번호정보를 최소한 포함하는 발신신호를 송출한다(스텝 1209).

그후,  기지국으로부터의  제어챈널의  시스텝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발신에  대한  응답신호를 수신하여
(스텝1201)  발신신호가  송출된  것을  인식한다.  또한  기지국측에서는  발신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전화
번호정보에 기초하여 상대방과의 회선접속을 실행한다.

그리고  기지국으로부터  제어챈널의  시스템정보에  의해  지정된  통화챈널(스텝  1211)에  통화상태로 된
다. 한편, 통화챈널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초기화가 다시 실행된다(스텝 802).

위와 같이 하여 전술한 착신시와 동일한 통화가 실행되게 되고(스텝 810), 그후 통화가 종료된다.

다음에는 본 자동차전화장치(100)의 음성다이얼링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자동차전화장치(100)에서  음성다이얼링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이얼링해야  할 상대방
의  전화번호를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  제13도는  그러한  등록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아트로서,  이하 
그 플로우차아트를 참조하여 등록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등록모우드로  설정하는데(스텝  1301),  이  단계는  키이부(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하므
로서  실행되는  바(스텝  1302),  그  조작은  예컨대  "CLR",  "X",  "Y",  "Z",  "FCN",  "#,  "5"의  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여기에서 상기 "X",  "Y",  "Z"은  언록크 코오드,  즉  미리 사용자에 의해 설정
되어  있는  암호코오드로서,  이처럼  언록크  코오드를  설정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부정등록이나, 등록
되어 있는 데이터의 파괴등이 방지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등록모우드로  설정되면,  본  자동차전화장치(l00)는  전화로서의  기능을 일시적으
로 정지한다.  즉, 착신 및 발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된다.

이로써  착신등에  의해  등록동작이  방해받는  것이  방지되고  옵바른  동록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처럼 
등록 모우드로 설정되면, 액정표시기(452)에 있어서는 "LOCK"표시가 점열하고 "PWR"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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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된다.

그후  상기와  같이  설정된  등록모우드를  해제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는데(스텝  1303),  이  단계는 
키이부(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함으로써 실행된다.

이러한  등록모우드  해제는  조작은  예컨내  "FCN",  "CNR"의  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스텝  1304)   
또한,   이러한  등록모우드의  해제가  실행되면  각  구성부분은  리셋트시의  상태로  된다(스텝  801). 한
편,  상술한  해제조작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해제동작이  실행되지  않는  등록모우드로  설정되어 있
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등록모우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뱅크설정을  할  것인가의  여부가  확인되는 
바(스텝 1305), 이 단계는 키이부(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함으로써 실행된다.

즉,   뱅크설정의  조작은  "RCL",  "#",  "X"의  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스텝  1306).  여기에서  상기 
"X"는  "1"  또는  "2"의  키이이고,  "3"∼"9",  "0","#",  "★"는  금지키이로  설정되어  있다.  이 뱅크설
정이란  등록시켜야  할  데이터,  즉  전화번호를  복수의  그룹으로  나누어  등록하고,  후술할 음성다이얼
링시에  음성인식을  그룹(뱅크)단위로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상술한  예에서  "X"가  "1"에  의해 뱅크
설정이  이루어지면,   뱅크  '1'로  등록이  실행되고,  "X"가  "2"에  의해  뱅크설정이  이루어지면 뱅
크'2'로  등록이  실행된다.  그리고  음성인식시에  뱅크'1'을  지정하면  이  뱅크'1'만의  등록데이터에 
기초해서  인식이  실행되고,   뱅크'2'를  지정하면  이  뱅크'2'만의  등록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식이 실
행된다.  그래서  그러한  뱅크설정을  실행함으로써  1대의  자동차전화장치(100)로  복수의  사용자가  각 
사람의  발성에  기초하는  데이터에  따라  음성다이얼링을  실행할  수  있어서  신속확실한 음성다이얼링
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1인의  사용자가  회사용/사용(私用)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정의  조건에  따라 
뱅크를 분간하여 사용함으로써 음성다이얼링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다음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음성다이얼링을  해야  할  상대방의  데이터를  소거할  것인가의  여부가 
확인되는데(스텝  1307),  그  소거는  키이부(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함으로써  실행된다(스텝 
1308).  또한  키이조작이  실행되지  않는  때에  그러한  소거는  실행되지  않는다.  또한,  본 자동차전화
장치(100)에  있어  상기  소거를  행하는  모우드로서는  일광소거모우드와  개별소거모우드가  있다.  그중 
일광소거모우드를  설정하는  키이조작은  예컨내  "STO","#,  "0"의  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그리
고  그와  같이  일괄소거모우드로  설정함으로써  이미  등록되어  있던  모든  상대방데이터,  즉  상대방의 
전화번호에  관한  데이터  및  이에  대응되는  등록음성에  관한  데이터  전체가  일괄적으로  소거되게 된
다.  이처럼  일괄소거가  가능하므로  일괄소거  이전의  데이터가  잔존하는  일이  없게  되어,  데이터의 
잔존에 기인하는 다이얼링 에러의 발생이 방지된다.

또한,  개별소거모우드를  설정하는  키이조작은  예컨대  "STO",  "X",  "Y"의  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
다.  여기에서  상기  "X",  "Y"는  후술할  음성다이얼링을  해야  할  상대방의  데이터마다  설정되는 등록
어드레스이다.  이처럼  개별소거가  가능하므로,  예컨대  이용빈도가  저하되었거나  이미  불필요하게  된 
등록데이타를 개별적으로 소거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음성다이얼링을  해야  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설정한다(스텝  1309).  이  단계는 키이부
(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함으로써  실행되는  바(스텝  1301),  그러한  키이조작은  예컨대 "0"
∼"9"의  숫자키이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른다거나,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미리  단축다이얼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RCL"키이를  누른  뒤  단축다이얼을  ''0"∼"9"의  숫자키이로  누름으로써 실행된
다.  또한,  그와  같이  해서  설정된  전화번호는  액정표시기(452)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후  상술한  것처럼  설정된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등록어드레스를  설정하는데(스텝  1311),  이  단계를 
키이부(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함으로써  실행된다(스텝  1312).  그런  조작은  예컨대  "STO", 
"X",  "Y"의  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여기에서  상기  "X","Y"는  "0"∼"9"의  숫자키이로  표시되는 
등록어드레스이다.   또,  이렇게  등록어드레스가  설정되면  스피커(492)로부터  소정의 명동음(嗚動
音)이  출력되고  예컨대  9자리의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2자리의  어드레스의  등록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진다.

위와  같이  하여  소정의  명동음이  출력되면,  그  다음에는  상술한  것처럼  설정된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이름,  명칭등의  음성에  의한  등록이  실행되는데(스텝  1313),  그때  키이부(430)에  있는 키
이를  아무거나  누르면(스텝  1314)  등록모우드설정시의  상태로  된다(스텝  1315,  1302).  이로써 사용
자가  잘못된  발성을  한  경우등에  키이를  임의적으로  누르는  것에  의해  등록모우드의  설정초기상태로 
되돌아 간다.

음성의  등록은  2회의  음성발생에  의해  실행되는  바(스텝  1316,1317),  우선  첫번째로  사용자가 발성
을  하게  되면,  예컨대  "오피스"라고  발성하게  되면,  그  발성시간이  소정시간(예컨대  1초간)이내에 
있는  경우에  비이프음(beep音)이  2회  울린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의  첫번째  발성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사용자는  그러한  2회의  비이프음을  듣고  두번째  발성을  하는  바,  그  두번째의 
발성도  받아  들여지면  음성등록이  실행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  예컨대  "Thank  You"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상술한 스텝 l309에서 설정한 전화번호가 음성합성에 의해 출력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음성등록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FCN"  및  "CLR"의  키이를  누러서  등록모우드를 해제
한다.  이때  음성인식부(350a)에  있어서  첫번째의  음성발생시와  두번째의  음성발생시는  그  입력이 다
른 것으로 하여 레벨이 다른 이들 신호를 각각 등록해야할 음성의 데이터로 한다.

위와  같이  하여  음성이  등록되면,  상술한  것처럼  전화번호가  액정표시기(452)에  표시됨과  더불어  그 
전화번호의  음성이  음성합성부(350b)에서  생성되어  스피커(492)에서  출력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잘못 등록된 것에 기인하는 오발신, 소위 틀린 전화가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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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음성다이얼링동작을 제14도의 플로우차아트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우선,  뱅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스텝  1401)  설정된  뱅크를  지정하는데(스텝  1402),  이  단계는 
키이부(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함으로써  실행된다.  그런  키이조작은  예컨대  "RC1",  "#", 
"X"의  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여기에서  "X"는  "1"또는  "2"의  숫자키이고  이들  "1"  및  "2"의 
숫자키이는  각각  뱅크'1'  및  뱅크'2'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정된  뱅크번호는 액정표시
기(452)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확인하게 된다.

다음에는  음성다이얼링모우드(이하,   인식모우드라  칭함)로  설정한다(스텝  1403).  이  단계는 키이부
(430)에  있는  소정의  키이를  조작함으로써  실행된다.  그러한  키이조작은  예컨대  키이부(430)에  있는 
임의의  텐키이(ten  key)를  소정시간  이상(예컨대  1초  이상)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이렇게  하여 인식
모우드로  설정되면  키이를  누르는  때의  명동음이  통상시의  음과  달리  되어,  인식모우드로  설정된 것
이  스피커(492)로부터  명동음에  의해  사용자에게  알려지게  됨(스텝  1404)과  더불어  소정시간(예컨대 
6초간)  인식모우드가  계속된다.  이때소정의  키이조작에  의한  인식모우드  설정신호(하이레벨신호)는 
제7도의 제어부(418)를 경유해서 오아회로(422b)에 입력된다.

상기한  것처럼  인식모우드로  설정되면,  모우드천이플래그의  상태가  "1"로  되어  사용자로부터 발성되
는  음성을  인식하는  상태로  되는데,  그때  소정의  조작이나  소정의  조건에  따라  인식모우드의  재설정 
혹은  인식모우드의  해제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스텝  1405,  스텝  1406).  예컨대 키이
부(430)에  있는  임의의  덴  키이를  소정시간  이상(예컨대  1초이상)  누르면  인식모우드의  재설정이 실
행된다.  즉,  텐  키이가  소정시간  눌림으로써  그때까지의  음성인식결과는  모두  클리어되고,  다시 스
피커(492)로부터  명동음이  발생한다.  이것은  음성인식중에  있어서도  가능하여(스텝  1407),  사용자가 
잘못된  음성을  발성한  경우  발신행선지를  변경시키고  싶은  때에  간단히  인식모우드로  재설정되어 다
시  음성다이얼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해제할  경우에는  임의의  텐  키이를  1초  미만  누름으로써 
인식모우드는 해제된다.

사용자로부터  음성이  발성되면(스텝  1408),  그  음성인식부(350a)에  의해  인식되어  그에  따른 전화번
호가 액세스되고,  사용자의 발신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발신플래그를 "1"로 한다(스텝 
1409).  이와  같이하여  액세스된  전화번호가  액정표시기(452)에  표시됨과  더불어  그  전화번호의 음성
이  음성합성부(350b)에서  생성되어  스피커(492)로부터  출력된다.   이로써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소위 잘못걸리는 전화가 방지된다.

그후  액정표시기(452)  혹은  스피커(492)에  의해  통지되어  처음부터  소정시간(예컨대  3초)을 경과하
면  상술한  것처럼  액세스된  전화번호에  의해  발신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스텝  1410,1411).  즉,   제
12도의  스텝  1206에서  발신의지가  있다고  판단된  후에는  발신신호를  송출해야  할  챈널을  포착한  뒤,   
발신의지를  확인한  다음  상기  챈널을  통해서  최소한  인성인식부(35a)에  의해  인식된  전화번호정보를 
포함하는 발신신호를 송출하는 동작과 마찬가지의 처리가 실행된다.

이처럼  인식된  결과를  통보한  후  소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시간의  사이에 
상술한  사용자의  전화번호확인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식결과인  통보된  전화번호정보가 
사용자가  소망하는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에는(스텝  1409),  텐  키이를  소정시간  누름으로써 인식모우
드의  재설정  혹은  해제를  실행하던가(스텝  1406),  또는  "END"키이를  누름으로써  발신을  취소하는 등
의 처리를 실행하고 발신중단지시신호를 생성해 낸다.

또한,  자동발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키이부(430)에  관한  소정의  조작을  함으로써  발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조작은 예컨대 자동발신이전에 "SEND"키이를 누름으로써 실행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자동전화장치에  의하면,  정확한  전화번호로  발신을  할  수  있게 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람의  반성을  음향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제1변환수단과,  음향신호를  상기  사람의  발성을 나타내
는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제2변환수단,  다수의  전화번호데이터에  대응되는  다른  다수의 어
드레스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디지탈신호와  상기  어드레스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수단,  상기  비교수단의  비교결과로서  상기  디지탈신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어드레스를 선택
하기  위한  제1선택수단,  발신신호를  송출하는  위한  챈널을  선택하는  제2선택수단,  상기 제1선택수단
에  의해  선택된  어드레스데이터에  대응되게  주어진  전화번호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상
기  제2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2 

사람의  발성을  음향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제1변환수단과,  음향신호를  상기  사람의  발성을 나타내
는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제2변환수단,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한  저장수단,  상기  제2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디지탈신호와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전화번호데이
터간의  대응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인식수단,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는 챈널선택수
단,  상기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인식된  전화번호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상기 챈널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
선전화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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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을  음향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제1변환수단과, 음
향신회를  상기  사람의  발생을  나타내는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기  위한  제2변환수단,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제2변환수단에  의해  변환된  디지탈신호와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된  전화번호데이터간의  대응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인식수단,  상기  인식수단에 
의한  인식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알람수단,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는 
챈널선택수단,   상기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인식된  전화번호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상
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알람수단이  인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시각표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알람수단이  인식결과를  음향으로  바꾸는  음향변환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6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에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부
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  내기  위한 
인식/검색수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동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이상의  챈널을  선택하고  그  하나  이상의  챈널의  선택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시
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와  상기  챈널선택신호  양쪽이  존재한다는 것
에  응답하여  상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인식된 전화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와  상기  챈널선택신호를  플래그신호로서  저장하기 위
한 플래그메모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송출수단이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와  상기  챈널선택신호의  존재유무를 점검
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스위치가  더욱이  상기  인식/검색수단의  동작을  초기화하기  위한 초기화신
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0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에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부
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  내기  위한 
인식/검색수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동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그  챈널의  선택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의  존재에  응답하여  상기  인식/검색수단에  의한  인식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
하기  위한  통보수단,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와  상기  챈널선택신호  양쪽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
에  응답하여  상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인식된 전화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스위치가  더욱이  상기  인식/검색수단의  동작을  초기화하기  위한 초기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스위치가  소정시간  이상  눌려지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
드신호와  상기  초기화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수동적으로  눌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
치.

청구항 13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에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부
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내기  위한 
인식/검색수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1수동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그선택의  완료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상
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의  존재에  응답하여  상기  인식/검색수단에  의한  인식결과를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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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기  위한  통보수단,  중단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2수동스위치,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
의  검출후  상기  챈널선택신호가  존재한다는  소정의  시간동안  상기  중단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에  응답하여  상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인식된 전화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4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에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부
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  내기  위한 
인식/검출수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1수단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그선택의  완료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상
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의  존재에  응답하여  상기  인식/검색수단에  의한  인식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통보수단,  중단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2수동스위치,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
의  검출후  상기  챈널선택신호가  존재한다는  소정의  시간동안  상기  중단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에  응답하여  상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채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검색된 전화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5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에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
부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내기  위한 
인식/검색수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1수동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추루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그선택의  완료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의  존재에  응답하여  상기  인식/검색수단에  의한  인식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통보수단,   중단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2수동스위치,  상기  통보수단에  의한 통보
의  완료후  상기  챈널선택신호가  존재한다는  소정의  시간동안  상기  중단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에  응답하여  상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검색된 전화번호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6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을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
부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내기  위한 
인식/검색수단,   상기  인식/검색수단에  의한  전화번호데이터의   검색에  응답하여  종료신호를 발생시
키기  위한  종료신호발생수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1수동스위치,   발신신
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완료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상기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의  존재에  응답하여  상기  인식/검색수단에  의한 인식결
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통보수단,   호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2수동스위치,   상기 종료
신호  및  호출신호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용되게  검색된  전화번호데이터를  포함하는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
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7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에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부
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내기  위한 
인식/검색수단,   상기  전화번호데이터의  검색에  응답하여  종료신호를  발생시기키  위한 종료신호발생
수단,  음성다이얼링모우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1수동스위치,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완료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호출신호를 발
생시키기  위한  제1수동스위치,   상기  종료신호와  호출신호  및  챈널선택신호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검색된 전화번호데이
터를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청구항 18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용자가  발하는  사람의  발성에  응답하여  디지탈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호발
생수단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  상기 신호발생수단으로부
터의  디지탈신호를  인식하여  그  인식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는  전화번호데이터를  검색해내기  위한 
인식/검색수단,상기  전화번호데이터의   검색에  응답하여  종료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종료신호발생
수단,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챈널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완료에  응답하여  챈널선택신호를 발생
시키기  위한  챈널선택수단,  상기종료신호와  상기  챈널선택신호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에  응답하여 상
기  챈널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챈널상으로  디지탈신호에  대응되게  검색된  전화번호데이터를 포함하
는 상기 발신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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