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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본야

이동 무선전화기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발신 통화시도시 전화번호의 입력만으로 발신기능을 수행한다.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이, 키데이타 입력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분
석과정에서 전화번호 키데이타일 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저장한 후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을 대기하는 과정
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 시간 이내에 다음 키데이타 입력시 상기 키데이타 분석과 정으로 되돌아가 
상기 과정들을 반복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시간 경과시 까지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되지 않
을 시 저장중인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알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발신 통화 시도시 발신키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송출할 수 있어 발신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이동 무선전화기의 다이알링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제2도는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종래의 발신 동작을 도시하는 흐름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발신 동작을 도시하는 제1실시예의 흐름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발신 동작을 도시하는 제2실시예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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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동 무선전화기의 발신 통화 서비스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발신키 입력 없이 자동으로 다
이알링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무선전화기라 함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및 차량 탑재용 무선전화기를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이동 무선전화기는 기지국(cell site)와 무선통신을 수행하며, 기지국은 교환측과 유선으로 연결되
어 유선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 무선전화기는 또 다른 무선전화기와 무선통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일반전화기와 유선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이동 무선전화기의 구성은 제1도와 같은 구성을 가진다. 상기 제1도와 같은 무선전화기의 구성을 살
펴보면, 제어부111은 이동 무선전화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제1메모리112는 프로그램 및 초기 서
비스데이타들을 저장한다. 상기 제1메모리112는 EEPROM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메모리113은 이동 무선전
화기의 동작 중에 발생되는 데이타를 일수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상기 제2메모리113은 램(RAM)으로 구성
할 수 있다. 키입력부114는 상기 이동 무선전화기의 각종 모드 및 다이랄링등을 수행하기 위한 키데이타
들을 발행하여 상기 제어부111로 출력한다. 논리부115는 상기 제어부111과 이동 무선전화기의 동작을 제
어하기 위한 데이타를 송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논리부115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각 부 동작 제어를 위한 
제어데이타를 출력한다. 데이타처리부116는 상기 제어부111과 데이타 통신을 한다. 상기 데이타처리부116
은 RF신부120에서 출력되는 수신데이타RXD를 신호 처리하여 상기 제어부111로 인가하고 상기 제어부111로 
부터 출력되는 송신데이타TXD를 신호 처리하여 RF송신부121로 출력한다. 상기 데이타처리부116은 디지탈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를 사용할 수 있다.

듀플렉서(duplexer)122는 안테나와 연결되어 송신RF신호 및 수신 RF신호를 분리한다. RF수신부120은 상기 
듀플렉서122와 연결되며, 수신되는 RF신호를 주파수변환 주파수변환 및 복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RF수신
부120에서 출력되는 수신오디오신호RXA는 오디오수신부117에 출력하며, 수신데이타RXD는 상기 데이타처리
부116에 출력한다. 상기 오디오수신부117은 상기 RF수신부120으로 부터 출력되는 오디오신호를 입력하여 
오디오신호를 재생한다. 오디오수신부118은 오디오신호를 입력하여 처리한다. RF수신부121은 상기 오디오
수신부118에서 출력되는 송신오디오신호TXA 및 데이타처리부116에서 출력되는 송신데이터TXD를 입력하여 
송신 형태로 변조한 후 상기 듀플렉서122로 출력한다. 주파수합성부199는 상기 논리부115의 제어데이타에 
의해 상기 RF수신부120의 수신 채널 및 상기 RF수신부121의 송신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주파수 합성신호
를 발생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발신 통화를 수행하는 종래의 동작은 제2도와 같은 흐름으
로 수행된다. 상기 제2도를 참조하여 종래의 발신 동작을 살펴보면, 제어부111은 상기 키입력부114를 스
캔하여 키입력 유무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키이입력부114에서 키신호가 발생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211
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입력된 키신호를 분석한다. 이때 상기 입력된 키신호가 숫자키이면, 상기 제어부
111은 213단계에서 다이알키의 입력임을 인지하고, 215단계에서 입력된 키데이타를 제1메모리113에 저장
한후 다시 211단계로 되돌아간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신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다이알키들을 수신하여 제2메모리113에 저장한다. 이때 상기 211단계에서 입력된 키데이타가 발신키(send 
key)이면, 상기 제어부111은 21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기 제2메모리113에 저장한 데이타를 데이타처
리부116에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데이타처리부116은 상기 발신을 위한 전화번호 데이타를 RF송신부121에 
출력하며, 상기 RF송신부121은 상기 전화번호 데이타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
111은 221단계로 진행하여 발신 통화모드를 수행하며, 상기 발신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응답을 하면 발신 
통화로가 형성된다.

종래의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발신 통화 방법은 먼저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누른 후 발신키를 눌러야만 발신 통화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발신시 상대 가입자의 전화번호만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발신 통화
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아이알링 방법이, 키데이타 입력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전화번호 키데이타일 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저장
한 후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을 대기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 시간 이내에 다음 키데이타 입
력시 상기 키데이타 분석과정으로 되돌라가 상기 과정들을 반복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 시
간 경과시 까지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되지 않을 시 저장중인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알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을 수행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구성은 상기한 제1도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참조 부호도 동일
하게 사용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발신하는 제1실시예의 흐름도로서, 키
데이타의 입력 유무를 검사하며 키데이타 입력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일반 다이랑의 키데이타일 시 키데이타를 저장하고 입력된 키데이타의 수가 설정 수보다 작으면 상기 키
데이타 입력과정으로 되돌아가고, 설정 수 이상이면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 시간 이내에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될 시 상기 분석과정으로 되돌아가 상
기 과정들을 반복하고, 설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되지 않을 시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번호들을 자동 발신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단축 다이알의 키데이타일 시 키데이타를 
저장하며, 설정 시간 이내에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될 시 상기 분석과정으로 되돌아가 상기 과정들을 반복
하고, 선정시간이 경과하도록 다음 키테이타가 입력되지 않을 시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번호들을 
자동 발신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발신 기능의 키데이타일 시 상기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
화번호들을 발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3도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111은 상기 키입력부114를 스캔하여 키입력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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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기 키입력부114에서 키데이타가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311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입력된 키
데이타를 분석한다. 상기 키데이타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313단계 및 327단계에서 입력된 키데이
타를 분석하여 다이알모드를 검사하는데, 입력된 키데이타가 2자리 이하이면 327단계에서 단축다이알 모
드로 감지하고, 입력된 키데이타 3자리 이상이면 313단계에서 일반 다이알모드로 감지한다. 따라서 상기 
입력된 키데이타가 일반다이알모드를 수행하기 위한 키데이타이면, 상기 제어부111은 313단계에서 인지하
고 315단계에서 입력된 키데이타를 제1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한다. 이때 일반다이일모드는 숫자
키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하며, 제어부111은 위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하여 수신되는 전화번호의 숫
자 키데이타들을 제2메모리113에 저장한다.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숫자 키데이타를 저장한 후, 상기 제어부111은 317
단계에서  현재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자리  수가  K개  이상인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K는 현재의 전화번호 체계에서는 최소 7에서 최대 1101 될 수 있다. 즉, 상기 7은 
전화국번 및 가입자 번호가 되고, 상기 11는 지역번호, 전화국번 및 가입자번호가 된다.

이때 상기 이동 무선전화기는 일반전화기의 번호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동 무선전화기를 사용
하여 발신 통화를 시도할 시 일반전화기와 다른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다이알링 하여 발신통화 기능을 수
행하게 된다. 즉, 이동 무선전화기와 이동 무선전화기기 간의 발신 통화시에는 이동 무선전화기임을 나타
내는 특정번호(예 : 11)와 함께 7자리의 전화번호를 다이알링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이동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일반전화기와 발신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일반전화기가 가입된 지역번호와 함께 해당 일반전화
기의 전화번호를 다이알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무선전화기가 위치한 동일 지역 내의 전화기에 
발신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고 발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 무선전화기를 구
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전화번호의 다이알링 방식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기 k는 7로 설
정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11은 317단계에서 상기 제2메로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7개 이상이 
되면 319단계 및 321단계를 수행하여 혀재 입력된 키데이타와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 까지의 시간을 측정
한다. 이는 상기 전화번호가 K개 이상 입력된 후 N시간이 경과되도록 입력되지 않으면 상기 전화번호의 
입력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N시간은 1.5초로 설정한다. 따라서 상기 제2메모리112
의 다이알버퍼에 저장 중인 전화번호가 7자리를 초과한 경우, 상기 제어부111은 상기 319단계-321단계에
서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이 1.5초 이내에 감지되면 상기 313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상기 제어부111은 
상기 319단계-321단계에서 1.5초가 경과되도록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을 감지하지 못하면 전화번호의 입력
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32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중인 전화번호 
데이타들을 데이타처리부116에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데이타처리부116은 입력되는 데이타들을 RF수신부
121에  출력하며,  상기  RF수신부121은  전화번호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여  자동  발신  동작을 
수행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1은 325단계로 진행하여 발신 통화모드를 수행한다.

또한 이동 무선전화기는 상기와 같은 일반다이알모드 이외에 단축다이알모드로 발신할 수 있다. 여기서 
단축다이알모드라 함은 상기 제1메모리112에 단축다이랑을 위한 전화번호들을 미리 저장한 단축다이알테
이블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그리고 상기 단축다이알모드에서 입력되는 키데이타는 통상 한자리 또는 두자
리의 숫자 키데이타로 이루어진다. 상기 키데이타가 입력되는 상기 제어부111은 313단계에서 입력된 키데
이타가  2자리  이하이면  단축다이알모드로  인지하여  327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327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28단계에서 수신되늠 단축다이알의 숫자 키데이타를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
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1은 319단계 및 321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입력된 키데이타와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 까지의 시간을 상기한 바와 같이 검사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111은 상기 319단계-321단계에서 상기
한 바와 같이 다음 키데이타가 1.5초가 경과할 때 까지 수신되지 않으면 전화번호의 입력이 종료된 것으
로 간주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111은 32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 중인 
숫자 키데이타를 확인한 후, 상기 제1메모리112의 단축다이알테이블 상에서 숫자키에 대응되는 저장된 전
화번호를 억세스하여 자동 발신한다.

상기 이동 무선전화기의 키입력부114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발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신키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다이알링한 후 발신키를 사용하여 발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런경우 상기 제어부111은 32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331단계에서 저장중인 전화번로를 다이알링
한다. 그러나 상기 329단계에서 발신키가 아니면 상기 제어부111은 333단계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발신하는 제2실시예의 흐름도로서, 키
데이타의 입력 유무를 검사하며 키데이타 입력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일반 다이알링의 키데이타일 시 키데이타를 저장하고 입력된 키데이타의 수가 설정 수보다 작으면 상기 
키데이타 입력과정으로 되돌아가고, 설정 수 이상이면 현입력 키데이타의 발생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대기
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상기 키데이타의 발생시간이 설정 시간 이내에 종료될 시 상기 분석과정
으로 되돌아가 상기 과정들을 반복하고, 설정 시간이 경과할 수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번호들을 
자동 발신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단축 다이알의 키데이타일 시 키데이타를 저장하며, 현 입력 
키데이타의  발생시간이  설정  시간  이내에  종료될  시  상기  분석과정으로  되돌아가  상기  과정들을 
반복하고, 설정 시간이 경과할 시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번호들을 자동 발신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발신 기능키 입력시 상기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번호들을 자동발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4도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부111은 상기 키입력부114를 스캔하여 키입력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이
때 상기 키입력부114에서 키데이타가 수신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411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입력된 키
데이타를 분석한다.

상기 키데이타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413단계 및 427단계에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여 다이알
모드를 검사하는데, 입력된 키데이타가 2자리 이하이면 427단계에서 단축다이알모드로 감지하고, 입력된 
키데이타가 3자리 이상이면 413단계에서 일반 다이알모드로 감지한다. 따라서 상기 입력된 키데이타가 일
반다이알모드를 수행하기 위한 키데이타이면, 상기 제어부111은 413단계에서 이를 인지하고, 415단계에서 
입력된 키데이타를 제2 메모리 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한다. 이때 일반다이일모드에서는 숫자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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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하며, 제어부111은 위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하여 수신되는 전화번호의 숫자 키데이
타들을 제2메모리113에 저장한다.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숫자 키데이타를 저장한 후, 상기 제어부111은 417
단계에서  현재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자리  수가  K개  이상인가를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K는 상기한 바와 같이 7로 설정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11은 417단계에서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랑버퍼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7개 이상이 
되면 419단계에서 현재 입력된 키데이타의 발생 시간이 M초 이상 유지되는가 검사한다. 즉, 사용자가 발
신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의 마지막 키를 M초 이상 누르면, 상기 제어부111은 해당하는 키데이타를 M초 이
상 입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제어부111은 M초 이상 키데이타가 입력되면 마지막 전화번호로 간주한다. 
여기서 상기 M초는 1.2초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어부111은 상기 다이알버퍼에 K개 이상의 전화번호 데이
타가 저장된 상태에서 입력되는 키데이타의 발생시간이 1.2초 이상 유지되면, 419단계에서 마지막 전화번
호 데이타로 간주하고, 42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 중인 전화번호 데이
타들을 데이타처리부116에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데이타처리부116은 입력되는 데이타들을 RF수신부121에 
출력하며, 상기 RF수신부121은 전화번호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하며 자동 발신 동작을 수행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1은 425단계로 진행하여 발신 통화모드를 수행한다.

또한 상기 키데이타가 입력되면, 상기 제어부111은 413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2자리 이하이면 단축 다이
알모드인가 판단하기 위하여 427단계로 진행하며, 상기 427단계에서 단축 다이알모드로 판단되면 상기 제
어부111은 428단계에서 수신되는 단축다이알의 숫자 키데이타를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
한다. 이후 상기 제어부111은 419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입력된 키데이타의 발생 시간이 M초 이상 유지되
는가 검사한다. 상기 제어부111은 M초 이상 키데이타가 입력되면, 419단계에서 마지막 전화번호 데이타로 
간주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부111은 42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제2메모리113의 다이알버퍼에 저장 중인 숫
자 키데이타를 확인한 후, 상기 제1메모리112의 단축다이알테이블 상에서 숫자키에 대응되는 영역에 저장
된 전화번호를 억세이스하여 자동 발신한다.

상기 이동 무선전화기의 키입력부114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발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신키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다이알링한 후 발신키를 사용하여 발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런경우 상기 제어부429는 429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431단계에서 저장중인 전화번호를 다이알링
한다. 그러나 상기 429단계에서 발신키가 아닌 경우, 상기 제어부111은 433단계로 진행하여 해당하는 키
의 기능을 처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발신통화를 시도할 시, 일정 시간이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이 없거
나 또는 일정시간 이상 키데이타의 입력이 유지되는 경우, 이를 전화번호의 입력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
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마지막 전화번호의 입력이 감지되면, 이동 무선전화기는 자동으로 저장 중인 전화
번호를 발신하므로서, 발신통화 다이알링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에 있어서, 키데이타 입력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전화번호 키데이타일 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저장한 후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을 대기하
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 시간 이내에 다음 키데이타 입력시 상기 키데이타 분석과정으로 되돌
아가 상기 과정들을 반복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시간 경과시 까지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되
지 않을 시 저장중인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알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
화기의 발신 방법.

청구항 2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에 있어서, 키데이타 입력시 해당 키데이타의 기능을 분석하는 과
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키데이타일 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키데이타 저장 후 키의 시간을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과정에서 상기 키의 눌림이 설정시간 이내에 
해제될 수 상기 키데이타 입력과정으로 되돌아가 상기 과정들을 반복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과정에
서 상기 키의 눌림 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할 시 상기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번호들을 자동으로 
다이알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

청구항 3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에 있어서, 키데이타 입력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일반 다이알 모드 수행을 위한 키데이타일 시 이를 전화번호로 저장하며, 입력된 상기 
키데이타의 수가 설정 수 보다 작으면 상기 키데이타 입력과정으로 되돌아가고, 설정 수 이상이면 다음 
키데이타의 입력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 시간 이내에 키데이타가 
입력되면 상기 과정을 반복하고, 상기 설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되지 않을시 저장중
인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다이알링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단축 다이알의 키데이타일 시 키데이타
를 저장하며, 설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다음 키데이타가 입력되지 않을 시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
번호들을 자동으로 다이알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

청구항 4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에 있어서, 키데이타 입력시 입력된 키데이타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일반 다이알모드를 수행하기 위한 키데이타일 시 키데이타를 전화번호로 저장하고 입
력된 키데이타의 수가 설정 수 보다 작으면 상기 키데이타 입력 과정으로 되돌아가고, 설정 수 이상이면 
현 입력 키데이타의 발생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과, 상기 대기과정에서 설정 시간 이내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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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가 입력되면 상기 과정을 반복하고, 상기 설정시간이 경과하도록 다음 키데이타 입력되지 않을 시 
저장중인 전화번호들을 자동으로 다이알링하는 과정과, 상기 분석과정에서 단축 다이알의 키데이타일 시 
키데이타를 저장하며, 설정 시간이 경과할 시 저장중인 키데이타에 따른 전화번호들을 억세스하여 자동으
로 다이알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전화기의 자동 다이알링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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