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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페이저가 장착된 핸드셋들간의 원격 지점간 통화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의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제3도는 제2도의 시스템에 관련된 신호 흐름의 일예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무선전화 핸드셋을 나타내는 전기 블럭도.

제5도는 제4도의 무선전화 핸드셋에 적용가능한 신호 포맷의 일예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원격기지국을 나타내는 전기 블럭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원격기지국 외부통화 처리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제8A도 및 제8B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무전전화 핸드셋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원격 기지국 내부 통화 처리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전화(cordless radiotalephone)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페이저가 
장착된 핸드셋들(pager equipped handsets)간의 원격 지점간 통화(telepoint to telepoint calling)를 제
공하는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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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CT-2(2세대 무선전화)(second  generation  cordless  telephone)  통신 시스템
(10)에서 사용되는 12, 14 또는 16 등의 원격 기지국들(telepoint base stations)은 이전에는 외부 통화
(outbound calling)만을 고려하고 있었다. 즉, 원격 기지국(12, 14 또는 16) 각각에 위치한 18, 20 또는 
22 등의 CT-2 핸드셋들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를 취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 통화들은 그 다음에 공
중교환 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PSTN)에 의해 종래의 전화기(24)로 경로가 지정되고 
있었다. CT-2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들이 외부로의 통화에만 한정하고 있는데는 적어도 세개의 주요 이유
가 있었다. 첫째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자적 파괴 행위(electronic vandalism)가 발생할 수 있
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각  원격  기지국의  원격  전화기  액세스  번호(telepoint  telephone  access 
number)(TTAN)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었다. 둘째로, 각 원격 기지국의 원격 전화기 액세스 번호들(TTN
A)이 공개된 경우 일지라도, 특정 CT-2 핸드셋과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통화자(caller)는 대부분의 경우
에 어떤 종래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는한 특정 핸드셋 가입자에 도달하기 위해 어느 원격 기지국과 접속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셋째로, 특정 CT-2 핸드셋 가입자들과의 접속(contact)을 원하는 통
화자가 원격 기지국들에 통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기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는 일시적으로나마 수입
을 가져올 수 있는(potentially revenue producing) 전화 채널들이 점유되어 버리게 되는데, 이와같은 채
널들은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부 통화(inbound calling)로 인해 종종 불통이 되어 버리
기(tied up)때문에 따라서 임의의 원격 기지국에서 생길 수 있는 외부 통화(outbound calls)횟수를 제한
하게 된다.

CT-2 핸드셋들(18, 20 또는 22)로의 내부 통화들(inbound calls)을 다루기 위해 이전에 제안된바 있는 한 
방법은 독립적인 페이저와 CT-2 핸드셋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었다. 종래의 전화기(24)로써 통화하는 
통화자가 특정 CT-2 핸드셋 가입자에 도달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 통화자는 통화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데이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우선 먼저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공중교환 통신망(26)에 의해 확립된 
연결부(26d)를 통하여 페이저 단자(paging terminal)(28)로 통화를 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기 데이
타 메시지는 페이징 시스템(paging ststem)을 거쳐(단지 하나만 도시되어 있는) 송신기(30)에 의해 전송
되어  졌다.  그  때문에  통화자는  수화기를  들고(haug-up)  페이징된  CT-2  핸드셋  가입자(paged  CT-2 
handset subscriber)로부터의 화신(call-back)을 기다려야만 했다. 상기 페이저와 핸드셋이 결합된 방법
(pager-in-handset approach)은 이와같이 공중 교환 전화망에 결합된 어떤 전화로부터의 내부 통화도 제
공하기 위하여 관련된 페이징 시스템의 도달범위내의 어느 곳에 있든지 임의의 핸드셋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하여 통화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제1도에 도시된 종래 기술의 시스템에서는 원격 기지국들 또는 원격 장소들중 
하나에 위치한 제1CT-2 핸드셋 가입자가 다른 원격 장소에 위치한 다른 CT-2 핸드셋 가입자와 통화할 수
가 없었으며, 그 이유는 상기 종래 기술의 시스템이 원격 기지국들과 통신하는 어떤 장치 또는 방법도 제
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CT-2 핸드셋 가입자로부터 걸려온 다른 CT-2 핸드셋 가입자로의 
통화를 다루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 및 장치는 제2CT-2 
핸드셋 가입자가 한 CT-2 원격 기지국 근처에 위치할때, 또는 상당히 짧은 기간내에 CT-2 원격 기지국의 
도달범위내에 들어올 수 있을때 작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본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적어도 무선전화 기능(cordless radiotelephone operation)을 제공하며 복수
이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와 공중 교환 전화망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리학상 그 안에 위치
한 복수의 원격 기지국들을 갖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 호출 수신기(paging receiver)가 결합되어 
있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은 제1 및 적어도 제2의 원격 기지국을 구비한다.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은 상기 복수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중 제1의 송수신기를 등록하여 통신이 요망
되는 제2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한 수단과, 통신망을 통하여 무선호출 
시스템(paging system)과의 접속을 이루어 상기 제2의 송수신기를 향해 무선호출 메시지의 전송을 가능하
도록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데, 상기 무선 호출 메시지의 전송은 적어도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액
세스 정보 및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제2의 원격 기지국은 상기 무선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며 상기 제2의 송수신기를 등록
하고 통신이 요망되는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의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과, 상기 
제2의 송수신기의 등록에 응답하여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과의 통신 링크를 설정하여 상기 제1의 송수신
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에 보내는 수산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은 또한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의 수신에 따라 상기 제1의 송수신기의 등록
을 요청하여 상기 제1의 송수신기와 상기 제2의 송수신기 사이의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적어도 무선전화 기능을 제공하며 복수의 휴
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과 공중 교환 전화망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고 또한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리학상 그 내부에 위치한 복수의 원격 기지국들을 갖는 통신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는 것이다.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수신수단, 저장수단, 디스플레이 수단, 및 전송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무선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을 적어도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와 통신을 요청하는 제
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수신된 액세스 정보와 상기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
하는 액세스 정보를 저장한다. 디스플레이 수단은 적어도 상기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
는 수신된 액세스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제2의 기지국에 전송하며 또한 상기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상기 제2의 원격 기지국에 전송하여 그후의 상기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토록 해
준다.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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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인 제2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도의 
도시되고 설명된 종래 기술의 무선통신 시스템과는 다르게,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전화 시
스템에서는 핸드셋(38, 40 또는 42)와 같은 제1의 CT-2 핸드셋이 공중교환 전화망(26)을 통하여 통신링크
(26f, 26h 또는 26i)를 설정하기 위해 관련된 원격 기지국들(32, 34 또는 36)을 사용하여 제2의 CT-2 핸
드셋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아래에 상세히 서술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핸드셋들 사이의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원격 기지국들(32, 34 또는 36)은 또한 공중교환 전화망(26)을 통하여 무선호출 
단말기(paging terminal)(28)로의 통신 링크(26e, 26g 또는 26j)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광범위의 무선호출 시스템을 거쳐 원격 기지국들 사이의 통신 링크를 완료하는데 필
요한 정보 전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제1의 CT-2 핸드셋과 제2의 CT-2 핸드셋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
는데 필요한 신호 흐름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휴대용 무선전화 
사용자(USER1 및 USER2)는 페이저 부분(PAGER-1 및 PAGER-2)과 무선전화 부분(CPP-1 및 CPP-2)을 구비한 
핸드셋을 가진다. 각각의 페이저 부분(PAGER-1 및 PAGER-2)은 무선호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데 공지된 방
법으로 페이저 어드레스(pager address)에 해당하는 고유한 페이저 액세스 번호(pager access 
number)(PAN-1 및 PAN-2)를 각각 할당받는다. 각각의 무전전화 부분(CPP-1 및 CPP-2)은 CT-2 무선전화 시
스템에서 사용하는데 공지된 방법으로 핸드셋들을 식별하는 고유의 휴대용 식별번호(portable 
indentification number)(PID-1 및 PID-2)를 각각 할당받는다. 각각의 무전전화 부분(CPP-1 및 CPP-2)은 
또한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통 이용되는 원격 등록 데이타(Telepoint  Registration 
Data)(TRD) 릴드에서 그와 관련된 페이저 액세스 번호(PAN-1 및 PAN-2)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각각의 원격 기지국(telepoint base statron)(TBS-1 및 TBS-2)은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원격 기지국에
의  내부  통신  액세스를  가능토록  하는  고유의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elepoint  telephone  access 
number)(TTAN-1 및 TTAN-2)를 할당받는다. 제3도에는 단지 두개의 핸드셋과 두개의 원격 기지국만이 도시
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전화 시스템의 동작은 또한 이하의 서술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더 많은 수의 원격 기지국들을 가진 더 많은 수의 핸드셋들이 적용될 수 있다.

제3도에 제공된 신호 흐름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무선전화 시스템의 동작에 특
히 관련된 신호 항목들만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T-2 무선전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완전
한 신호 프로토콜의 설명은 여기에 참고로포함한 영국,  런던의 무역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Tndustry)가 발간한 Common Air Interface Specification MPT 137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3도의 신호 흐름도는 제7도, 제8A도 및 제8B도의 흐름도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더 잘 이해된다. 먼저 
본 발명이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원격 기지국 외부 전화 처리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인 제7도와 관련하
여 제3도를 참조하면, 핸드셋(USER-1)과 같은 제1의 핸드셋 사용자가 블럭(700)에서 제2의 핸드셋 사용자
에게로 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통화를 시자할때, HANDSET-1은 처음에 블럭(702)에서 링크 요청
을 전송하게 된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방법으로 핸드셋 휴대용 식별 번호(PID-1)은 링크 요청동안 전송된
다.

원격 기지국(TBS-1)은 블럭(704)에서 링크 요청을 수신하여 수신된 PID-1에 의해 식별된 핸드셋 사용자
(USER-1)는 시스템에서 동작한 권한을 갖는다. USER-1이 시스템에서 동작할 권한을 갖게 되면, 원격 기지
국(TBS-1)은 블럭(708)에서 링크 부여(link grant)를 전송하고 그뒤에 호출 인증 과정(call 
authentication process)에게 사용되는 인증요청(authentication request)(AUTH-REQ)이 있게 된다. 핸드
셋(HANDSET-1)은  블록(710)에서  인증요청(authentication  response)(AUTH-RES)을  전송한다. 응증응답
(AUTH-RES)은 원격 등록 데이타 필드, 즉 TRD 필드에 전송을 위해 사전 프로그램된 무선호출 수신자 액세
스 번호(paging receiver access number), 즉 PAN-1을 포함한다. 원격 기지국(TBS-1)은 블럭(714)에서 인
증 응답(AUTH-RES)을 수신하여 무엇보다도 원격 등록 데이타 필드(TRD FLD)에서 전송된 수신 PAN-1을 구
한다. 블럭(714)에서 인증응답(AUTH-RES)을 수신한 후에, 원격 기지국(TBS-1)은 핸드셋 사용자(USER-1)가 
수신하게 되는 발선음(dial tone)을 발행사여 그 사용자가 지금 통화를 원하는 전화 번호를 돌릴 수 있음
을 가리키게 된다. 핸드셋 사용자(USER-1)는 그 다음에 블럭(718)에서 그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숫자키를 
누른다.

그 전화번호가 종래의 전화기 수신자에 대한 전화번호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
에서는 제2의 핸드셋(HANDSET-2)에 대한 무선호출 수신자 액세스 번호(PAN-2)에 해당될 수도 있다. 원격 
기지국(TBS-1)은 블럭(720)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PAN-2)를 수신한 다음에 그 전화번호, 또는 그 
번호의 일부, 즉 교환번호, 또는 그 번호의 처음 세자리 숫자를 특정 전화 탐색 그룹(telephone  hunt 
group)(GRP)와 비교하게 되는데, 시스템내에서 동작하는 다른 CT-2 핸드셋들은 이 특정 전화 탐색 그룹에 
할당되어 핸드셋간의 통신(handset to handset communication)이 가능하게 된다(블럭 722). 수신된 전화
번호가 특정 전화 탐색 그룹에 할당되지 않는 경우, 블럭(724), 수신된 번호는 종래의 전화기를 식별하는 
전화번호에 해당하며 상기 통화는 당업자에 공지된 방식으로 처리되며(블럭 730) 그후에 핸드셋(HNADSET-
1)은 원격 기지국(TBS-1)로부터 분리된다(블럭 744).

수신된 전화번호가 특정 전화 탐색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블럭 724), 원격 기지국(TBS-1)은 일시적
으로 이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용 식별번호 및 페이저(PID-1) 또는 무선 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1)를 일시 메모리(seratch pan memory)에 저장한다. 원격 기지국(TBS-1)은 이하
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메모리에 PAN-1 및 PID-1을 저장한다. 원격 기지국은 
그 다음에 무선호출 기지국(paging base station) 또는 무선 호출 단말기에 전송하기 위해 원격 전화 액
세스  번호(TTAN-1)와  함께  HANDSET-1의  수신된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1)를  포맷하여(블럭 
734), 그 다음에 USER-1이 입력한 수신된 PAN-2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를 사용하여 무선호출 단말
기에 발신음을 보낸다(dial). 페이저 액세스 번호(PAN-2)를 수신하게 되면, 무선호출 단말기는 원격 기지
국에 연결된다(블럭 736). 그 다음에 무선호출 단말기는 원격 전화기 액세스 번호(TTAN-1) 및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1)를 포함하는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청하며(블럭 738), 이후에 원격 기지국(TBS-
1)은 포맷한 특정 데이타 메시지를 단말기에 보낸다(블럭 740). 원격 기지국(TBS-1)과 무선호출 단말기 
사이의 특정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은 모토로라 무선호출 단말기(Motorlola Page Entry Terminal)(PET) 프
로토콜등의 임의의 공지된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무선호출 단말기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타 메시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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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확인하고(블럭 742) 또한 수신된 특정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하여 무선호출 전송 등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신호 포맷으로 한다. 무선호출 메시지의 전송후에, 핸드셋(HANDSET-1)은 이하 서술되는 바와 
같이 제2의 핸드셋 사용자로부터의 화신(return call)을 기다리기 위해 원격기지국(TBS-1)으로부터 분리
된다(블럭 744).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응용할 수 있는 특정 데이타 메시지의 포맷의 제5도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특정 데이타 메시지는 수신된 PAN-2를 포함하고 있어 무선호출 메시지의 어드레스부(500)를 제공하고 있
다. 상기 어드레스(500) 이후에는 상기 제2의 핸드셋 HANDSET-2의 무선호출 수신기부에서 어떤 다음 정보
의 디스플레이를 저지하는데 사용되는 특정의 디스플레이 오프 문자(display  off character)(DOFFC)(50
2)가  있다.  상기  특정의  디스플레이  오프  문자  DOFFC(502)  다음에는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되어 
HANDSET-2에 의해 수신된 무선호출 메시지의 디스플레이 추가 제어를 제공하는 특정의 서비스 제공자 선
택 문자(service provider option charatcter)(SPOC)(504)가 오게 된다. 상기 특정의 서비스 제공자 선택 
문자(SPOC)(504) 이후에 통화가 걸려온 원격 기지국(TBS-1)을 식별하는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elepoint 
telephone access number)(TTNA-1)(506)가 오게 된다. 상기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1)(506) 다음에
는 다음날 나올 정보의 디스플레이를 저지하는 것을 종료시키는 특정의 디스플레이 온 문자(display on 
character)(DONC)(508)이 오게 된다. 상기 특정의 디스플에이 온 문자(DONC)(508) 다음에는 이하에서 설
명되는 원격 기지국 자동 다이얼 동작(autodialing operaiton)을 일시적으로 중단(suspend)시키는데 사용
되는 특정의 중단 문자(pasuse character)(PAUSE)(510)가 크게 된다. 상기 특정의 정지 문자(PAUSE)(51
0)의 다음에는 제1의 핸드셋(HANDSET-1)에 대한 페이저 액세스 번호(pager access number)(PAN-1)(512)가 
오게 된다.

상기 특정의 디스플레이 오프 문자(502), 상기 특정의 서비스 제공자 선택문자(504), 상기 원격 전화 액
세스 번호(506), 상기 특정의 디스플레이 온 문자(508), 상기 특정의 정지 문자(510) 및 상기 페이저 액
세스 번호(512)는 상기 무선호출 메시지의 메시지 부분을 구성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무선호출 단말기
는 상기 어드레스 및 메시지 부분을 당업자에게는 공지된 방법으로 무선호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신호 
방식 프로토콜(signaling protocol)로 코드화한다.

상기 제2의 CT-2 핸드셋에 대해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무선전화 핸드셋 동작을 나타내는 흐
름도인 제8A도와 관련하여 제3도를 다시 참조한다. 상기 무선호출 단말기는 제8A도의 블럭 800에서 상기
한 코드화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며, 이 메시지는 블럭 802에서 제2의 핸드셋(HANDSET-2)의 페이저 부
분(PAGER-2)가 수신하게 된다. 블럭 802에서 PAGER-2가 상기 코드화된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에,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804에서 저장되며, 핸드셋 사용자 USER-2는 메시지가 수신되었음을 가리키는 청각
적(audible), 시각적(visual) 또는 촉각적(tactile)인 공지된 많은 경고 방법중 하나를 사용하여 경고를 
받는다. 핸드셋 사용자(USER-2)는 그 다음에 편리할때, 즉 블럭 808에서 핸드셋 사용자가 제2의 원격 기
지국의 범위내에 위치하는 때 등에 메모리로부터 데이타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다. 무선호출 메시지의 메
시지 부분은 블럭 812에서 계산되어 상기 특정의 디스플레이 오프 문자(DOFFC)가 메시지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정의 디스플레이 오프 문자(DOFFC)가 메시지에서 전송될때, 단지 수신되고 저장
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가 허용된 문자들만이 상기한 바와 같이 블럭 814에서 디스플레이된다. 상기 디스
플레이 오프 문자(DOFFC)가 이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메시지에 전송되지 않을 때에는 수신
되고  저장된  모든  저장된  메시지  문자들이  블럭  816에서  디스플레이된다.  어던  경우에도,  핸드셋 
HANDSET-1의 무선 호출 수신기부를 식별하는 무선호출 액세스 번호(PAN-1)가 디스플레이되어 제2의 핸드
셋 사용자(USER-2)가 상기 통화의 근원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제2의 CT-2 핸드셋에 대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무선전화 핸드셋 동작을 동작을 설명하
는 또하나의 흐름도인 제8B도와 관련하여 다시 제3도를 참조한다. 특정의 핸드셋 동작들은 실선 상자로 
나타내어져 있고 원격 기지국동작들은 점선 상자로 나타내어져 있다. 핸드셋 사용자(USER-2)가 제2의 원
격 기지국의 범위내에 있을때는, USER-2는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제8A도의 블럭 818
에서 무선호출 복귀 키 시퀀스(return page key sequence)를 활성화시켜 상기 통화의 복귀를 시작한다. 
핸드셋(HANDSET-2)은 그 다음에 제8B도의 블럭 820에서 처럼으로 링크 요청을 전송한다. 핸드셋 휴대용 
식별번호(PID-2)는 상기 링크 요청중에 전송된다. 원격 기지국(TBS-2)은 블럭 822에서 링크 요청을 수신
하고 수신된 PID-2에 의해 식별된 핸드셋 사용자(USER-2)는 그 시스템에서 동작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핸드셋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권한을 가질때, 상기 원격 기지국(TBS-2)은 블럭 
826에서 링크 부여(link  grant)를 전송하고 뒤이어 인증요청(authorization  reguest)(AUTH-REQ)이 오게 
된다. 핸드셋(HANDSET-2)은 블러 828에서 인증 요청 AUTH-REQ를 수신한 다음에 블럭 830에서 인증 응답
(authorization  respouse)(AUTH-RES)를  전송한다.  인증  응답(AUTH-RES)은  원격  등록  데이타 필드
(telepoint registration data field)에 사전 프로그램되어 있고 핸드셋의 무선호출 수신기 부분에 할당
된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무선호출 액세스 번호(PAN-2)를 포함한다.

원격 기지국(TBS-2)은 블럭 832에서 인증 응답(AUTH-RES)을 수신하고 특히 원격 등록 데이타 필드로부터 
수신된 PAN-2를 복구한다. 블럭 832에서 인증응답(AUTH-RES)의 수신 이후에, HANDSET-2는 블럭 836에서 
데이타 메시지 정보를 복구한 후에 블럭 838에서 제1의 원격 기지국의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1), 
특정 PAUSE 문자 및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1)에 해당하는 적어도 저장된 숫자를 전송한다. 원
격 기지국(TBS-2)은 그 다음에 수신된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1)를 자동 다이얼하기 시작하고, 블럭 
840에서 상기 특정의 PAUSE 문자가 복구된 데이타 메시지에서 검출될때, 제2의 원격 기지국(TBS-2)의 자
동 다이얼리(automatic dialer)의 자동 다이얼링 동작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공중 교환 전화망이 수신된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1)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통화를 완료하기 위해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를 
통하여 호출된 후의 원격 기지국의 실제 동작은 이하에서 설명된다.

상기 수신된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1)의 처리에 뒤이어서, 제2의 원격 기지국(TBS-2)은 블럭 842에
서 제1의 원격 기지국(TBS-1)으로부터 수신된 톤 프롬프트(tone prompt)에 응답하여 자동 다이얼리를 재
기동(restart)한다. 상기 자동 다이얼러는 블럭 844에서 통화가 건 핸드셋의 PAN-1에 해당하는 전화 숫자
를 다이얼한다. 무선 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1)를 수신하게 되면, 제1의 원격 기지국(TBS-1)은 일
시 메모리(scratch pad memory)를 탐색하여 PAN-1이 관련된 휴대용 식별 번호(PID-1)를 결정하게 된다. 
제1의 원격 기지국(TBS-1)은 그 다음에 폴(poll)을 하여 PID-1에 의해 식별된 핸드셋이 제1의 핸드셋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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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링크를 확립하도록 한다.

전화번호의 다이얼링이 완료될때, 블럭 846에서, 제2의 핸드셋(HANDSET-2)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 디
스플레이될 수 없는 문자들이 블럭 848에서 삭제된다. 통화에 응답이 없는 경우, 즉 블럭 850에서 제1의 
핸드셋 사용자가 상기 폴(poll)에 응답하지 않을때는, 상기 제2의 핸드셋 사용자는 블럭 852에서 손으로 
수화기를 놓는다(hang up). 통화에 응답이 있는 경우는, 블럭 850에서, 제2의 핸드셋 사용자(USER-2)는 
블럭 854에서 통화를 건 제1의 핸드셋 사용자(USER-1)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두 핸드셋 사용자들 
사이의 통화가 완료된 이후에 두 핸드셋 사용자는 블럭 852에서 손으로 전화기를 놓는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무선전화 핸드셋(400)을 나타내는 전기적 블럭도인 제4도를 참조
한다. 상기 무선전화 핸드셋(400)의 기본 동작은 당업자에게는 공지이며 따라서 기본 동작의 간단한 설명
만이 여기 서술된다. 무선전화 핸드셋(400)은 데이타 및 음성 변조된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할 수 있는 다
중 주파수 RF 송수신기(450)에 결합된 안테나(452)를 포함한다. 음성 신호(speech signal)는 음성 신호
(voice  signal)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탈화하고  RF  송수신기(450)의  변조기  입력에  결합된 코텍
(codec)(456)에  결합된  오디오  변환기(audio  transducer)(458)(핸드셋  송화기)에서  음성신호(voice 
signal)로 변환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가(454)는 RF 송수신기(450)에 결합되어 데이타 및 디지탈화
된 음성 정보의 송신 및 수순을 제어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454)는 또한 코덱(456)에 결합되어 
음성 신호의 디지탈화 및 오디오 변환기(458)(핸드셋 수화기)에서 재생하기 위해 수신된 디지탈화된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들의 변환을 제어한다. 판독 전용 메모리(ROM)(460)는 핸드셋 동작을 제어하는 
여러가지 동작 루틴들을 저장하고 또한 상술한 핸드셋의 무선호출 수신기부를 식별하는 무선호출 액세스 
번호(PAN)를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460)는 상기한 수신된 원격 전화 액세스 번
호(TTAN) 및 무선호출 액세스 변환(PAN)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핸드셋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이용되는 변
수들을 저장하는 일시 메모리(scratch pad memory)를 제공한다.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460)는 또한 전화번호부 정보의 저장을 위해 제공되는데, 이 정보의 입력 및 복
구는 공지된 방식으로 숫자/함수 키보드(466)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에 의해 제어된다. 마
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454)에 결합된 숫자 디스플레이(numeric display)(464)는 전화번호부 정보를 디스
플레이하는데, 상기한 디스플레이가능한 수신된 무선호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데, 또한 상기 번호가 기
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상기 숫자/함수 키보드(466)를 통하여 입력될때 전화번호를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된다. 제2의 안테나(468)는 무선호출 수신기(470)의 입력에 결합되어 상기한 바와 같이 전송된 무
선 호출 메시지의 수신을 가능케한다. 상기 무선 호출 수신기(470)의 출력은 무선호출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무선호출 신호 방식 프로토콜에 대해서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수신된 무선호출 메시
지 정보를 처리하는 무선호출 디코더(paging decoder)(472)의 입력에 결합되어 있다. 상기 무선호출디코
더의 출력은 무선호출 수신기(470)의 출력에도 결합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454)가 무선호출 
메시지의 메시지 부분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호출 메시지의 수신을 나타내는 제어 신호 출력을 제
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470)는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무선호출 어드레스 디코딩 기능
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선호출 메시지가 수신되고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 및 무선 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가 메모
리에 저장되고난 후에, 경보 신호(alert signal)가 무선 호출 디코더(472)에 의해 발생된다. 이 경보 신
호는 경보 변환기(alert transducer)(474)에 결합되어 있어 사용자게 메시지의 수신을 알려준다. 이 경보 
신호는 또한 오디오 변환기(458)에 연결됨으로써 별도의 변환기 회로가 필요없게 됨을 알수 있다.

저장된 특정의 데이타 메시지는 숫자/함수 키보드(466)상의 READ키(도시암됨)등의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가 판독하게 되어 핸드셋 사용자에게 수신된 메시지를 검토하여 통화자(coller)를 수득된 페이저 액세스 
번호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상기 숫자/함수 키보드는 또한 RETURN PAGE키(도시안됨)등의 별도의 키를 포함하여 특정 데이타 메시지에
서 수신된 전화 번호를 다이얼하기 위해 다이얼링 시퀀스(dialing sequene)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원격 기지국을 설명하는 전기적 블럭도인 제6도를 참조한다. 원격 기지
국(600)은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법으로 휴대용 무선전화 핸드셋(400)과의 통신을 확립하는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다중 주파수 RF 송수신기(604)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기 인터페이스(608)가 일반적으로 공중 
교환 전화망(PSTN)을 통하여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종래의 전화기들(24)과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
도록 제공된다. 코덱(606)이 상기 전화기 인터페이스(608)와 RF 송수신기(604) 사이에 결합되어 있다. 이 
코덱(606)은 전화기 인터페이스(608)를 통하여 수신된 음성 신호들을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RF 
송수신기(604)에  의해  전송하기에  적당한  디지탈화된  음성  신호로  디지탈화하는데  사용된다.  이 코덱
(606)은 또한 RF 송수신기(604)를 통하여 수신된 디지탈화된 음성 신호들을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
로 공중 교환 전화망을 거쳐 전송하기에 적당한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마이크로프
로세서 제어기(602)가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전화기 인터페이스(608), 코덱(608) 및 RF 송수신기
(604)를 통하여 통화 처리를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데이타 베이스 메모리(data base memory)(610)는 이 
마이크포로세서 제어기(602)에 결합되어 있으며 요금 정보 데이타 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등을 저장하는데 
이용되며, 특정의 무선 호출 액세스 번호 데이타 베이스에서 일체형 무선호출 수신기를 갖는 핸드셋을 식
별하는 전화 탐색 그룹 번호를 저장하는데 사용되고, 또한 원격 기지국의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를 
저장하는데도 사용된다. 요금 정보 데이타 베이스의 목적은 기술분야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특정의 무선
호출 액세스 번호 데이타 베이스의 기능은 이미 서술하였다.

데이타 베이스 메모리(610)의 일부일 수 있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614)는 상술한 바와 같이 수신된 휴대
용 식별 번호(PIO-1 또는 PID-2) 및 그의 해당하는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1 또는 PAN-2)를 저
장하기 위한 일시 메모리로써 이용된다. 원격 입력 데이타 포트(remote entry data port)(612)는 또한 마
이크프로세서 제어기(602)에 결합되어 원격 기지국으로 직접 국부 입력을 제공하여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기지국 동작을 감시 또는 제어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원격 기지국 내부 통화 처리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인 제9도를 참조한
다. 내부 통화는 원격 기지국에서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럭 900에서 공중 교환 전화망(PSTN)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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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신될때,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블럭 902에서 전화 번호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톤 프롬프트
(tone prompt)를 발생한다.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해지듯이, 통화는 매일의 요금 정보 데이타 베이스
의 다운 로드(down load)를 요청하는 서비스 조작자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이 통화를 완료하기 위해 상호연
결을 요청하는 다른 원격 기지국으로부터의 자동 요청(automatic request)을 나타낼 수도 있다. 전화번호 
정보가 소정의 시간 구간내에 수신되지 않을 때에는, 블럭 904에서 즉 내부 통화가 상기한 이외의 다른 
신호원으로부터 알 수 있을때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다시 블럭 906에서 전화번호 정보의 입력을 
재촉하게 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두번째의 프롬프트는 음성 프로프트(voice prompt)를 통해서 인데, 그 
이유는 내부 통화는 직접 통화자 액세스(direct caller access)가 인간 통화자로부터 직접 제공되는 경우
와 공중 교환 전화망을 거쳐 직접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블럭 908에서 전화번호 정보가 소정의 시간 
구간내에 수신되지 않을때,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그 다음에 블럭 928에서 안내 프롬프트(advisory 
prompt)를 발생하고 원격 기지국을 인입선(incoming line)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블럭 904 또는 908에서 전화번호 정보가 수신된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블럭 910에서 숫자들이 
수신될때 그 숫자들을 디코딩하기 시작한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모뎀 액세스 번호일때, 즉 블럭 912에서 
신호원이 중앙 제어국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블럭 914에서 원
격 기지국 동작을 관리 모뎀 모드로 전환시킨다. 관리 모뎀 모드에서는, 요금 정보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
된 정보가 복구되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중앙국으로 다시 전송된다. 요금 정보 데이타 베이스
로부터 정보의 전송이 완료될때, 마이크프로세서 제어기는 원격 기지국과 인입선을 분리하게 된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모뎀 액세스 번호가 아니라 일체형 무선 호출 수신기를 갖는 핸드셋을 식별하는 전화 
탐색 그룹에 속하는 무선 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인 때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특정의 무선호
출 액세스 번호 데이타 베이스를 액세스하여 블럭 916에서 수신된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와 
관련된 휴대용 식별 번호(portable identification number)(PID)를 복구하게 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
어기가 블럭 918에서 수신된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PAN)에 관련된 휴대용 식별번호(PID)를 발견하
지 못한 경우에는, 마이크프로세서 제어기는 블럭 924에서 안내 프롬프트를 발생하여 원격 기지국을 인입
선으로부터 분리시키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가 블럭 918에서 수신된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호
(PAN)와 관련된 휴대용 식별 번호(PID)를 발견한 경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블럭 920에서 휴대
용 식별번호에 할당된 핸드셋의 등록을 시도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가 블럭 922에서 소정의 회수
의 등록시도로 핸드셋을 등록할 수 없을때는, 즉, 핸드셋이 등록을 위한 폴링(poll)에 응답하지 못한 때
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는 블럭 924에서 안내 프롬프트를 발생시키고 원격 기지국을 인입선으로부
터 분리시킨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기가 블럭 922에서 핸드셋을 등록할 수 있을 때에는, 마이크로프로
세서 제어기는 블럭 926에서 등록된 핸드셋을 인입선을 연결시켜 당사자들 사이의 연결을 완료시킨다. 상
기 통화의 완료에 뒤이어서 당사자들중 하나가 연결이 끊어진 경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기는 다른 
통화를 기다리면서 대기 상태(standby condition)로 복귀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응용할 수 있는 특정의 데이타 메시지의 포맷의 일예인 제5도를 다시 참조
하다. 여기 제공된 특정의 데이타 메시지의 포맷은 시스템 조작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요
망하는 이들 시스템에서 핸드셋에 의한 수신된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의 디스플레이를 저지할 수 있다. 
시스템 조작자가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을때는, 특정의 디스플레이 오프
문자(DOFFC)(502),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 문자(504) 및 특정의 디스플레이 온 문자(DONC)(508)는 메시지
로부터 제거되고 단지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TTAN-1), 특정의 PAUSE 문자 및 무선호출 수신기 액세스 번
호(PAN-1)만이 특정 데이타 메시지의 메시지 부분으로 전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 문자(SPOC)(504)에  대해서,  이  문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
(TTAN-1)(506)를 다이얼링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원격 기지국의 형태에 대해 여러가지 레벨의 보안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통화는 다른 형태의 원격 기지국들로부터 복귀될 수 있다. 그러
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기지국이 전자적 파괴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원격 기지
국을 통하여 다이얼링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 문자를 
사용하여 수신 원격 전화 액세스 번호를 다이얼링하는 상기와 같이 허용되는 원격 기지국의 형태가 제어
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 문자의 사용의 일예가 아래 표 I에 도시되어 있다.

[표 I]

표 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 코드 0는 서비스 제공자가 핸드셋이 원격 기지국하고만 통신하도록 허용
하고 개인 기지국 또는 상업 기지국등 다른 기지국들과의 통신은 금지됨을 나타낸다. 선택 코드 1는 서비
스 제공자가 핸드셋이 원격 또는 상업 기지국과의 통신망을 허용하며 개인 기지국 등의 다른 형태의 기지
국들과의 통신은 금지되는 것을 가리킨다. 선택 코드 2는 서비스 제공자가 핸드셋이 어떤 종류의 원격 기
지국과 통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선택 코드 3는 서비스 제공자가 핸드셋이 단지 서비스 제
공자에 속해 있는 원격 기지국과의 통신만을 허용하며 다른 형태의 기지국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 속
해 있는 기지국들과의 통신은 금지됨을 가리킨다. 상기의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제한들도 설정될 수 있다.

제1의 원격 지기국을 통하여 통신하는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핸드셋이 제2의 원격 기지국을 통하여 통신
하는 제2의 휴대용 무선전화 핸드셋과의 통신을 종래의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에서 흔히 있는 제2의 휴대
용 무선전화 핸드셋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과 관련한 통상의 문제점이 없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무선전화 기능을 제공하고 지리학적으로 통신 시스템의 내부에 위치한 복수의 원격 기지국들을 가
지며, 복수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과 하나의 공중 교환 전화망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호출 수신기들이 그에 결합된 송수신기들 사이에 통신을 확립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1
의 원격 기지국에 등록하여 제2의 송수신기와의 통신을 요청하는 제1의 송수신기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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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되는 무선호출 시스템으로부터의 무선호출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동일한 무선호출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2의 송수신기에 등록하는 제2
의 원격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2의 원격 기지국과 통신 링크를 확립하는 수단 및, 상기 제1의 송수신기
를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에 등록하도록 요청하여 상기 제1의 송수신기의 액세스 정보를 수신하는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에 응답하여 상기 제1의 송수신기와 상기 제2의 송수신기 사이의 통신 링크를 완성하는 
장치를 구비하는데, 상기 무선 호출 메시지는 적어도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와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
신을 확립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적어도 무선전화 기능을 제공하고 지리학적으로 통신 시스템의 내부에 위치한 복수의 원격 기지국들을 가
지며, 복수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과 하나의 공중 교환 전화망사이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호출 수신기가 그에 결합되어 있는 송수신기들사이의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통신 시스템은 제1의 원격 기지국 및 적어도 제2의 원격 기지국을 구비하며,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은 통신이 요망되는 제2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복수의 휴대용 무
선전화 수신기들 중 제1의 송수신기를 등록하는 수산과, 상기 제2의 송수신기로 향하는 무선호출 메시지
의 전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망을 거쳐 무선호출 시스템과의 접속을 확립하는 수단을 
구비하는데, 상기 무선호출 메시지 전송은 적어도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와 상
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제2의 원격 기지국은 상기 제2의 송
수신기를 상기 무선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일한 것에 응답하여 등록하고 통신이 요망되는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의 전송을 가능토록 하는 수단 및, 상기 제2의 송수신기의 등록에 응답
하여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과의 통신 링크를 확립하여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에 상기 제1의 송수신기
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보내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은 또한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수신된 액세스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제1의 송수신기의 등록을 요청하여 상기 제1의 
송수신기와 상기 제2의 송수신기 사이의 통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송수신기들 등록하기 위한 상기 수단이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휴
대용 식별 번호를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휴대용 식별 번호를 수신하여 등록
을 가능케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들에서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은 또한 휴대용 식별 번호 및 상기 복수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관련 액세스 정보의 테이블을 제공하는 수단 및 상기 저장 수단에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수신된 휴대용 
식별 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정보를 결정하는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들에서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은 또한 상기 수신된 휴대용 식별번호 및 상기 제1의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해당 액세스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들에서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적어도 무선전화 기능을 제공하고 지리적으로 통신 시스템 내부에 위치한 복수의 원격 기지국들을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하며 복수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와 공중교환 전화망 사이의 통신을 제공하고 또한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사이의 통신을 제공하는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에 있어서, 적어도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와 통신을 요청하는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
세스  정보를 포함하는 무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수신된 액
세스 정보와 상기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과, 적어도 
상기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수신된 액세스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수단 및 상기 제
1의 원격 기지국 및 상기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수단에 액세스 정보를 제2의 원격 
기지국에 전송하여 그후에 상기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들 사이의 통신을 가능토록 하는 슈단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호출 메시지는 또한 수신된 액세스 정보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정보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제어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
는 액세스 정보의 디스플레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액세스 정보를 전송하는 상기 수단은 스위치 수단과, 상기 스위치 수단에 
응답하여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을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상기 저장 수단으로부터 복귀하는 수단 및, 
상기 제1의 원격 기지국 및 상기 제1의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를 전송하는 송
신기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원격 기지국에 상기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등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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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기지국들의 특성이 등록동안 전송되고, 상기 등록 수단은 상기 수신된 특성에 
따라 그에 응답하여 식별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무선호출 메시지는 또한 상기 수신된 특성에 근거하여 
수신된 액세스 정보의 전송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정보를 더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휴대용 무선전화 송
수신기는 또한 상기 식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의 원격기지국을 식별하는 액세스 정보의 전송을 선택
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

도면

    도면1

14-8

1019940700764



    도면2

    도면3

14-9

1019940700764



    도면4

    도면5

14-10

1019940700764



    도면6

    도면7

14-11

1019940700764



    도면8a

14-12

1019940700764



    도면8b

14-13

1019940700764



    도면9

14-14

1019940700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