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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타 통신 시스템, 특히 셀방식 이동 무선전화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1>
크 제어 채널을 통한 데이타 통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에 와서, 통신 산업 분야에서는 다수의 원거리 장소와 기지국간의 음성 및/또는 데이타 통신<2>
을 위한 각종 유형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인 전화 시스템용으로 제공된 전
화 설비의 사용은 모든 통신 적용에 대한 편리하거나 경제적인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것이 널리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운용 기지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개인은 기지국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통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산업적 적용의 경우, 중앙 데이타 수집 장소는 장비의 작동 또는 
성능에 관한 데이타를 수집하는 각종 원거리 위치의 모니터 장비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적인 전화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부터 개시된 통신에 대한 응답을 허용하기 
위해 양 방향 무선 통신 링크가 종종 필요하다. 초기 통신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양방향 무전기, 이동 무선 전화, 및 페이징 시스템을 포함하여 각종 무선 통신 시스템이 제공되었다.

통상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은 무선 전파에 알맞은 장소에 위치한 기지국 트랜시버 및 경찰용 또<3>
는 트럭 운송 배치 시스템과 같은 수송 수단에, 또는 기지국 트랜시버로부터의 명령 신호에 응답하는 데
이타를 통신하는 원격 장비 장소에 일반적으로 위치하는 트랜시버 세트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초단파(VHF: very high frequency) 무선 링크를 통해서, 한 도시의 경계 영역내에서와 같이 단

36-1

1019960705067



거리간의 통신을 수행하는데 유용하다.

비록 통상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이 특수한 통신에 적용하는데 유용하지만 양 방향 무전기는 일반 <4>
목적  통신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양방향  무전기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연방  통신 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할당 주파수 스펙트럼
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통신의 질은 통신 장소사이의 전파 상태에 영향을 받기 쉽다. 양방향 
무전기는 일반적으로 대형이고 무겁기 때문에, 그 결과 사용자에 의하여 항시 운반되거나 소형 또는 현존 
장비에 설치될 것 같지는 않다.

다른 형태의 양방향 통신은 광범위한 공공 스위칭 전화 네트워크(PSTN)에 접속되어 있고 이동 무<5>
선전화기 사용자와 통상의 전화기(또는 다른 무선전화기) 휴대자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셀방식 이동 무선
전화(CMR: cellular mobile radiotelephone) 시스템이다. 전형적인 CMR 시스템은 저 출력 트랜스미터 및 
범위 대역-제한 리시버를 사용하여 무선 범위 대역을 작은 범위 대역 또는 "셀"로 분할함으로서 특징되는 
것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 3,906,166호 및 제 4,268,722호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제한된 범위 대역은 하나
의 셀에 사용된 무선 채널을 다른 하나의 셀에서 재사용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셀내의 셀방식 이동 무
선전화기는 셀의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 인접 셀로 이동함에 따라서, 셀과 연관된 제어 회로는 바로 들어
온 셀내의 무선 전화기의 신호 강도, 및 무선 전화기와의 통신이 바로 들어온 셀에 "핸드-오프"되었는지
를 검출한다. 즉, CMR 시스템은 셀의 배열에 대해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상적인 양
방향 무전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통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상적인 무선전화기는 일반적으로 음성 및 데이타 통신 모두를 제공하고, 따라서 무선전화 시스<6>
템은 보통 병용된 음성 및 데이타 서비스에 상응하는 경비로 제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음
성 및 데이타 통신의 병행은 음성 또는 데이타만으로 통신하기 위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넘어설 수 있
다. 또한, 현재의 활동이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메시지만을 수신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항상 실시간 음성 
또는 데이타 통신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양방향 무전기와 유사하게, CMR 시스템 무전기 채널, 특히 음성 
채널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이 제한된 공급 소스이다.

페이징 시스템은 소형 리시버인 페이지, 및 다수의 페이저가 들어 있는 선택된 지리적 영역을 커<7>
버하는 트랜스미터를 구비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터미널을 포함한다. 페이저는 다수의 다른 페이저와 
공유되는 특정 음조(tone) 또는 데이타 비트-변조 무선 주파수에 일반적으로 동조된다. 음조 또는 데이타 
비트의 특정 시퀀스가 선택된 페이저의 어드레스 또는 ID로서 사용된다. 특정 시퀀스의 수신은 들을 수 
있거나,  감촉성  또는  가시성  경보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셀이  PSTN(extensive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에 접속된 전화기로부터의 페이징 터미널에 배치되고 일반적으로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페이저에 통신되었음을 나타낸다. 페이저의 복잡성에 따라, 페이징 장치는 경보후에 음성 또는 데이타 메
시지를 수신할 수 있거나, 경보만으로 호출이 이루어졌고 예정된 작용이 취해져야 함을 간단히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페이저는 페이지가 어드레스된 페이저에 의하여 실제로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페이지 
개시 당사자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향 메시지 전달 시스템을 형성한다.

통상적인 일방향 페이징 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페이지에 응답하기 위해서, 페이지된 당사자는 전<8>
형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전화기를 찾아서 페이지를 개시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야한다. 이와 달
리, 페이지된 당사자는 이용 가능한 경우, 이동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를 할 수 있다. 분리되어 있
는 페이저 및 무선 전화 장치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함에 있어, 미합중국 특허 제 4,148,473호에 기술되
어 있다. 페이지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단순히 CMR 시스템을 통해서 통화를 한다. 페이지는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들어오는 호출을 스크린하여 수신된 메시지중 어떤 것이 되돌아 가는지를 측정하게 함으
로써 원치 않는 호출과 연관된 CMR 시스템 서비스 경비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에 
의해 수신된 페이지의 여타의 확인에는 CMR 시스템의 음성 채널에 대한 비교적 제한된 스펙트럼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페이지를 수신하고 페이지의 수신 확인을 전송하기 위한 양방향 통신기능을 지닌 페이징 시스템<9>
이 또한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확인기능을 지닌 페이저가 초기 페이지 교신을 수신한 후 호출 
당사자에게 응답을 즉시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응답은 메시지가 페이지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수신된 페이
지 통신의 발신지를 통보하는 음성, 번호, 또는 수문자 메시지 일 수 있고, 추가로 수신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페이지 수신 확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리적 영역을 커버하는 하
나의 중앙 트랜스미터 및 페이저로부터의 수신 확인 신호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수신 확인 시스템 리시
버를 구비한다. 수신 확인 시스템 리시버는 유선 또는 무선 링크를 통해서 중앙 트랜스미터로 수신 확인 
메시지를 통신할 수 있다. 수신 확인 시스템 리시버의 수는 각각의 페이지와 관련된 수신 확인 트랜스미
터의 전송 출력의 함수이다. 페이저의 전송 출력은 페이저의 휴대 요구성 및 트랜스미터에 전력을 공급하
기 위한 전지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낮으며, 일반적으로 1watt 미만이
다. 이러한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은 페이저와 관련된 트렌스미터 출력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지적 영역 "온-사이트(on-site)" 통신 시스템에 가장 유용하다.

휴대용 통신 리시버 그룹으로부터 수신된 수신 확인 신호를 궁극적으로는 메시지 발생자에 분배<10>
하기 위해 중앙국에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광역 페이징 통신 시스템의 미합중국 특허 제 4,005,014호
에 기술되어 있다. 광역 통신 시스템은 셀 그룹, 중앙 트랜스미터국, 및 원거리 트랜스미터국과 원거리 
리시버국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원거리 트랜스미터국은 셀내의 휴대용 통신 리시버 세트에 메시지 전송을 
제공하기 위해 각 셀내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리시버국은 수신 메시지에 응답하여 
휴대용 통신 리시버로부터 수신 확인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각 셀내에 위치한다. 메시지는 중앙국에 위치
한 페이징 터미널을 통해서 통신 시스템에 입력되고 이어서 휴대용 통신 리시버와 통신하기 위한 원거리 
트랜스미터에 분배된다. 메시지가 의도한 휴대용 통신 리시버에 의해 수신될 때, 적어도 하나의 원거리 
리시버국에 의해 수신되고 원거리 트랜스미터국을 통해 중앙 트랜스미터국으로 보내지는 수신 확인 메시
지를 전송함으로써 메시지의 수신이 확인될 것이다.

원거리 페이징 장치의 세트에 대해 상이한 커버 영역을 갖는 고정된 페이징 중앙부 그룹중의 하<11>
나로부터 무선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이 미합중국 특허 제 4,644,351호에 기술
되어 있다. 각 페이징 중앙부는 비교적 넓은 지리적 영역을 커버하고 네트워크 제어 프로세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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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되는 기지국 그룹을 포함한다. 각각의 원거리 페이징 장치에는 고유 어드레스가 할당되고 중앙 페이
징 장소 중 하나와 연결된다. 선택된 원거리 페이징 장치에 대한 메시지가 PSTN 또는 다른 부가 가치 네
트워크(VAN: value added network)를 통해서 페이징 중앙 장소에서 수신될 때, 메시지는 저장되고 선택된 
원거리 페이징 장치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파일이 조사된다. 이어서, 메시지 및 어드레스는 선택된 원거리 
페이징 장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무선 커버 영역에 위치한 페이징 중앙 장소에 의하여 전
송된다. 선택된 원거리 페이징 장치가 메시지를 수신할 때, 그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메시지 수신된 수신 
확인 신호를 페이징 중앙 장소로 되돌려 보내고 그는 다시 그 저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제거한다. 원거리 
페이징  장치는  장치가  위치한  중앙  장소  무선  커버  대역에  관계없이  그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 
확인한다.

현재의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은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내 수신 확인 리시버(그리고 트랜스<12>
미터)의 수가 각각의 페이저와 연관된 트랜스미터의 제한된 전송 출력의 함수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통신 
영역을 커버하는 양방향 통신 시스템을 설비하기 위한 장비의 구입 및 설치에 대자본의 투자가 요망된다. 
비록 페이징 산업이 페이징 서비스 가입자에게 페이지 수신 확인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페
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 설비 경비는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위치와 다수의 원거리 장소간의 데이타를 전달하기 위한 현존 통신 네트워크를 개<13>
조함으로써 종래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시지의 수신 확인을 전달하기 위하여 현
존 통신 네트워크를 개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존 통신 시스템의 새로운 사용은 시스템에 의하여 운
반된 현 통신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쳐야 한다. 본 발명은 원거리 장소에서 기록된 데이타의 수집과 보고 
및 페이지 메시지의 수신 확인을 포함한, CMR 시스템을 통한 데이타 통신을 지지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비
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CMR 시스템의 현 구조를 개조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한 데이타 통신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14>
으로써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원거리 통신 적용의 할당과 관련된 회사를 포함한 원거리 통신 
서비스 공급자, BellSouth Mobility 는 CMR 네트워크를 통한 전지역 통신 지원에 필요한 장비를 이미 설
치하였다. 본 발명가는 CMR 시스템이 셀방식 이동 무선전화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 익히 공지된 음성 통
신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일방향 또는 양방향 데이타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한 방식으로 개조
될 수 있는 현존하는 통신 구조임을 인식하였다. 본 발명은 중앙 위치와 다수의 원거리 장소간의 데이타 
통신용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통신  장비의  설치된  베이스를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은 CMR 시스템상의 정상적인 전화 통화를 지원하는 음성 채널용으로 할당된 중요한 주
파수 스펙트럼을 보전한다.

간단히 말해서, 본 발명은 원거리 데이타 소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타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타 메<15>
시지 시스템이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은 데이타 보고 장치 세트들, CMR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이동 
절환 센터(MSC), 및 MSC(mobile switching center)에 연결된 데이타 수집 시스템을 구비한다. 각각의 데
이타 보고 장치는 모니터 및 셀방식 통신장치를 포함한다. 원거리 데이타 소스에 연결되는 모니터는 선택
된 데이타를 얻기 하기 위한 원거리 데이타 소스의 작동을 모니터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는 대응하는 모
니터에 연결되고, 선택된 데이타에 응답하여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하고 있는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MSC는 CMR 시스템의 커버 영역내에서 작동하는 셀방식 통신 장치로부터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
어 채널을 통한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어서, MSC 는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를 통해 데이
타 수집 시스템으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메모리 저장 장치에 연결되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각각
의 데이타 메시지를 저장하고 이어서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EIA/TLA 
Interim Standard 41(IS-41) 또는 판매인 독점 프로토콜과 호환성인 데이타 통신을 수신할 수 있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 또는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를 제 2 통신 링크를 통해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16>
로 전송할 수 있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 또한 데이타 메시지의 내용을 저장하고/하거나 데이타 메시지의 
내용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원거리 장소에 위치한다. 이는 데이타 수집 시
스템을 위한 위치에서 그러한 동작을 수행하기 보다는, 사용자에 더욱 편리한 중앙 위치에서 선택된 데이
타의 처리를 허용한다. 비록 데이타 수집 시스템 및 데이타 처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위
치하고, 데이타 수집 및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조작 또한 합체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들 시스템을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일체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각종 원거리 장소로부터 획득된 선택된 데이타는 단일 위치로 전달될 <17>
수 있다. 데이타 소스는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미터(utility meter), 공시청 안테나 TV(CATV: community 
antenna television) PPV(pay-per-view) 터미널, 판매장치, 및 안전 경보 시스템을 구비한다. 선택된 데
이타는 각각의 데이타 소스에 의한 동작 또는 수행의 특정 파라미터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데이타 소스
가 소비자의 위치에 근접하여 위치한 전기 유틸리티 미터라면, 상기 소스에 연결된 모니터에 의하여 기록
되고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전달된, 특정 시간 간격에 대한 전력 요구와 같은 파라미터를 획득
할 수 있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모니터는 적어도 하나의 소정 시간 기간 동안 선택된 데이타를 기록하기 <18>
위한 레코더를 포함한다. 레코더는 소정 시간 기간의 시작에 관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시(time tag)
를 선택된 데이타에 부가할 수 있다. 시간 표시의 사용으로 특정 시간에 대한 선택 데이타의 상관 관계가 
허용되고 이에 따라 나중에 수집 데이타의 처리를 보조하게 된다. 셀방식 무선 전화 트랜시버로서 설비될 
수 있는 셀방식 통신 장치는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통한 데이타형 포맷으로 MSC에 의해 선택된 데이
타를 전송한다. 이는 CMR 시스템의 음성 채널과 연계된 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을 보전하고 음성 채널상
의 호출 통화량 간섭을 방지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에 의한 데이타 통신은 모니터에 의한 상태 신호 출력
에  응답하여  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  신호는  모니터가  데이타  소스로부터  선택된  데이타를 
기록하고, 이러한 데이타 수집 동작의 완료에 기초하여, 셀방식 통신 장치가 선택된 데이타를 전송하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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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채널상의 정상적인 통제 조작에 대한 간섭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셀방식통신 장치는 통상적<19>
으로 CMR 시스템에 대한 운용의 특정 오프-피크(off-peak) 시간 중에 선택된 데이타를 전송한다. 특히, 
셀방식 통신 장치는 비지 아이들 비트(busy idle bit)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해 셀방식 제어 채널을 모니
터한다. 각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는 적어도 하나의 셀방식 소스(celluar source)가 특정 시간 기간 동
안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 MSC로 셀방식 통신이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하나의 이진
수 값에 대한 비지 아이들 비트의 세트는 제어 채널이 사용중임을 표시한다. 선택된 시간 기간동안 전송
된 각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를 기초로, 셀방식 통신 장치는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에 대한 통신 
활동의 레벨을 결정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동안 이러한 모니터 
운용의 결과, 제어 채널에서 통신이 비간섭을 기준으로 데이타 전송을 허용하는 레벨에 있음을 지시할 때 
데이타 메시지를 MSC로 전송한다.

또한, 셀방식 통신 장치는 CMR 시스템상의 호출 통화량이 정상적으로 낮은 레벨에 있을때인 이른 <20>
아침 시간과 같이, 통신에 바람직한 시간을 나타내는 선택된 기간에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셀
방식 통신 장치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셀방식 호출 활동과 연결되는 시간인 시간 간격의 종료시에 클럭
(clock) 신호를 출력하는 클럭을 포함한다.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셀방식 통신 장치는 사전에 저장되고 
선택된 데이타를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 MSC로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방식통신 장치
는 CMR 시스템에 대한 오프-피크 사용 시간동안 전송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어 채널상
에서 CMR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된 제어 조작에 대한 간섭이 극소화된다.

셀방식 통신 장치는 또한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서 MSC로부터 명령 신호 수신에 응답<21>
하여 선택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명령 신호는 어드레스 데이타를 포함하고, 각각의 셀방식 통신 장치
는 특정 어드레스 데이타에 대해서만 명령 신호에 응답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는 선택된 명령 신호 수신
에 응답하여 셀 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서 MSC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다른 명령 신호 수
신에 응답하여, 셀방식 통신 장치 또한 지지 신호를 출력하여 상응하는 모니터에 의한 데이타 기록 동작
을 촉구한다. 이어서, 모니터는 원거리 데이타 소스의 동작을 모니터하고 특정 모니터 시간 기간에 대해 
선택된 데이타를 얻는다. 더욱이, 셀방식 통신 장치의 클럭에 대한 시간 간격 또한 또 다른 명령 신호 수
신에 응답하여 특정 시간에 세팅될 수 있다.

데이타 메시지는 선택된 데이타 및 데이타 메시지를 MSC로 전송하는 셀방식 통신 장치만을 확인<22>
하는 소정의 확인 특성을 포함한다. 데이타 메시지는 장치가 우선 이것을 CMR 시스템에 대해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셀방식 무선전화 장치에 의해 전송되고 종종 등록 신호로서 언급되는 확인 신호에 상응하도록 
포맷된다. 확인 신호는 통상 이동 전화 번호 및 전자 시리얼 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를 담
고 있는 별도의 데이타 필드를 포함한다. 즉, 소정의 확인 특성은 이동 전화 번호를 나타내는 데이타 필
드에 삽입되고 선택된 데이타는 ESN을 나타내는 데이타 필드에 삽입된다.

각각의 셀방식 통신 장치는 통상의 전화 번호, 선택된 십진수 번호, 또는 CMR 시스템의 비할당 <23>
이동 전화 번호 세트에 속하는 이동 전화 번호의 적어도 일부[XXX XXXXXXX]일 수 있는 상이한 소정의 확
인 특성이 할당된다. 따라서, 선택된 데이타는 셀방식 통신 장치가 장치 자체를 확인하거나 또는 MSC로 
운반하기 위해 "등록(registers)"할 때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로서, 페이징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기 위해 (1)페이징 메시지 및 (2)수신 <24>
확인 메시지 모두를 전달하기 위한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이 제공된다.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은 페
이징 메시지의 수신을 증명하는 수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 확인 메시지 수집 장소로 전달하기 위한 CMR 시
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사용한다.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은 통신 시스템, 원거리 통신 장치의 세트, 및 CMR 시스템의 적어도 하<25>
나의 MSC를 포함한다. 페이징 상대방으로부터의 페이징 메시지에 응답하여, 통신 시스템은 페이징 메시지
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준비한다. 데이타 메시지는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만을 확인하는 어드레
스, 대응 페이징 메시지만을 확인하는 수신 확인 코드, 및 사용자 또는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와 관련
된 가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페이징 데이타를 포함한다. 수신 확인 코드는 통신 시스템에 의하여 저장되
어 이러한 저장 데이타의 후속 사용으로 데이타 메시지가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에 의하여 적절히 수신 
확인 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어서 통신 시스템은 통신 경로를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로 전송한다.

원거리 통신 장치는 수신 확인 메시지를 준비하여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26>
해 MSC로 전송함으로써 특정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한다. 수신 확인 메시지는 데이타 
메시지의 유효한 수신을 표시하기 위한 수신 확인 코드를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수신 확인 메시지는 또
한 페이징 데이타에 응답하도록 사용자에 의해 또는 원거리 통신 장치에 연결된 장비에 의해 공급된 응답
성 동작 데이타 입력을 포함할 수 있다. 작동 데이타는 CMR 시스템을 통한 궁극적인 전송용 원거리 통신 
장치에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다.

MSC는 CMR 시스템의 셀내에서 동작하는 원거리 통신 장치로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 <27>
통신한다. 수신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MSC는 메시지가 원거리 또는 이종(異種) CMR 시스템과 연결됨을 
인식한다. 따라서, MSC는 통신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적절한 원거리 CMR 시스템으로 수신 확인 메시지
를 전송한다. 통신 시스템은 수신 확인 메시지가 수신 확인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결정한다.

수신 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통신 시스템은 수신 확인 메시지를 처리하고 수신 확인 메시지가 <28>
데이타 메시지 중 특정의 하나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수신 확인 메시지내의 수신 
확인 코드를 데이타 메시지와 관련된 저장된 수신 확인 코드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매칭이 이루어
지면, 이어서 수신 확인 메시지는 저장되거나 페이징 상대방에게 제공된다.

수신 확인 메시지는 수신 확인 코드 및, 임의로 페이징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동작 데이타를 <29>
포함하고 있다. 수신 확인 메시지는 CMR 시스템상에서 이러한 데이타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셀방식 무
선 전화에 의해 전송된 확인 신호에 대응하도록 포맷된다. 즉, 수신 확인 코드는 통상 이동 전화 번호로 
채워지는 데이타 필드에 삽입되고 작동 데이타는 통상 ESN으로 채워진 데이타 필드에 삽입된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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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확인 코드는 페이징 메시지를 고유하게 확인하고 일반적인 전화번호, 선택된 십진수 번호, 또는 CMR 
시스템의 비할당 이동 전화 번호 세트에 속하는 이동 전화 번호의 적어도 일부일 수 있다. 따라서, 수신 
확인 코드(및 동작 데이타)는 원거리 통신 장치가 MSC로 동작하기 위해 "등록"할 때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전달된다.

전술한 기술 내용의 견지에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은 원거리 장소로부터 획득된 데이타를 <30>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 중앙 장소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 페이징 메시지<31>
의 수신에 응답하는 수신 확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페이지 수신 확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 페이징 메시지<32>
의 수신에 응답하는 수신 확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신 확인 페이징 시스템을 설비하기 위해 CMR 시
스템의 현존 장비를 개조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들 및 기타 목적, 특징, 및 장점은 하기의 상세한 설명의 고찰 및 첨부 도면과 청구 <33>
범위를 참조하여 더욱 명료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CMR 시스템의 바람직한 환경에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양호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 <34>
다이아그램,

도 2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포맷을 나타내는 테이블,<35>

도 3은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을 위한 데이타 보고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아그램,<36>

도 4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을 통한 데이타 메시지 전달 방법을 위한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37>
다이아그램,

도 5는 이동 절환 센터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 처리 방법을 위한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다이아<38>
그램,

도 6은 제어 채널을 통한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 개시 방법을 위한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다이<39>
아그램,

도 7은 CMR 시스템의 바람직한 환경에서 페이지 수신 확인 시스템의 양호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40>
블록 다이아그램,

도  8은  페이지  수신  확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포맷을  나타내는 <41>
테이블,

도 9는 페이지 수신 확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수신 확인 메시지를 위한 포맷을 나타내는 테<42>
이블,

도 10은 페이지 수신 확인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 다이아그램,<43>

도 11은 원거리 통신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 다이아그램,<44>

도 12는 페이지 수신 확인 시스템을 통한 수신 확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위한 단계를 도시하는 <45>
흐름도.

[실시예]<46>

도면에 나타나 있는, 도면 번호는 각종 도면 전반에 걸쳐서 요소를 표시하며, 도 1은 셀방식 이<47>
동 무선전화(CMR)시스템(8)의 바람직한 환경에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
이다. 도 1 에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은 다양한 데이타 소스와 연결된 보고 시스템에 의하여 데이타
를 수집하여 중앙 데이타 수집 장소로의 전달을 지원한다. 휴대 또는 이동 통신용으로 양호하게 개조된 
CMR 시스템(8) 환경내에서 작동시킴으로써,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현존하는 광역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제공된 일반적인 전화 설비 또는 일반적인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각각의 원거리 데이타 장소와
의 통신 비용을 없앤다. 본 발명자는 유틸리티 미터, 공시청 안테나 TV(CATV), PPV 터미널, 고립된 장소
에서 운용하는 장치, 및 안전 경보 시스템 등의 광범위한 데이타 소스로부터 수집된 통신 데이타를 포함
한,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을 위한 다수의 통신 적용을 예견한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하나 이상의 원거리 장소에서 중앙 위치로 통신하기 위한 CMR 시스<48>
템의 현존 환경을 개조한다. 그러나, 통상의 전화 통화를 위한 CMR 시스템의 음성 채널의 사용을 보존하
기 위하여,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은 데이타 통신을 위한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사
용한다. 이렇게하여 전형적인 CMR 시스템의 음성 채널에 제공된 중요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존할 수 있
다.

일반적인 CMR 시스템은 다수의 셀이 전형적인 셀방식 서비스 작동 시스템에 제공되는 셀(12)에 <49>
표시된 바와 같이 지리적 무선 서비스 영역을 포함한다. 셀(12)은 방송 안테나(14)에 의하여 셀(12)내에
서 작동하는 셀방식 이동 무선전화와 셀 통제소(16)간의 통신을 허용하도록 작용한다. 이동 절환 센터
(MSC : 24)와 같은 이동 전화 스위칭 사무소는 제공된 전화 설비(도시 않음)에 의하여 또는, 더욱 빈번하
게는 셀 컨트롤(16)과 MSC (24)간의 셀-대-이동 절환 센터 데이타 링크(22)에 의하여 셀(12)과 통신할 수 
있다. 적어도 데이타 링크(22)의 일부분은 통상적으로 셀(12) 및 MSC(24)사이에 위치한 마이크로파 링크
(20) 같은 무선 통신 링크에 의하여 지원된다.

통상의 CMR 시스템이 다소 동일하게 장비를 갖춘 셀 장소(12)의 적절한 열에 커플링된 적어도 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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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동 전화 스위치를 포함한다는 것은 당업계의 전문가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MSC(24)는 일반적으
로 셀(12)에서 작동하는 이동 무선 전화를 포함하는 전화 통화를 전화 설비(28)를 통해 공공 스위칭된 전
화 네트워크(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26)에 커플링 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은 각각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데이타를 수집하기 위한 적어도 <51>
하나의 모니터(32)를 포함하는 한 세트의 데이타 보고 장치(29) 및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수집
된 데이타를 MSC(mobile switching center)(24)로 전달하기 위한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포함한다. 신호 
경로(31)를 통해 상응하는 원거리 데이타 소스(30)에 연결되는 모니터(32)는 데이타 소스(30)의 작동 또
는 성능 특성에 지향된 선택된 데이타를 획득하고 기록한다. 이어서, 신호 경로(33)를 통해 상응하는 모
니터(32)에 연결되는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선택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데이타 패킷(packet)을 준비하여 
데이타 메시지로서 패킷을 전송한다. 선택된 데이타는 데이타 소스(30)의 작동 또는 성능 모니터링에 응
답하여 모니터(32)에 의하여 획득된 실질적인 데이타를 나타낸다. 또한, 선택된 데이타는 설정된 데이타 
또는 데이타 소스(30)용 모니터(32)에 의한 특정 사건의 검출과 연계되는 예비프로그램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다.

MSC(24)는 방송 안테나(14)와 셀방식 통신 장치(34)간에 데이타 링크(22) 및 셀방식 통신 링크<52>
(36)을 병합시킴으로써 형성된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한다. 통신 
링크의 이러한 병합은 제어 채널로 총칭된다. 통상적인 CMR 시스템용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이 전방 
제어 채널(FOCC: forward control channel) 및 역 제어 채널(RECC: reverse control channel)로서 일반적
으로 기술되는 두 개의 무선 채널을 포함한다는 것은 널리 공지되어 있다. FOCC는 무선전화 장치에 대한 
MSC에 의하여 개시된 통신용으로 사용된다. 이와 달리, RECC는 MSC(24)에 대한 무선전화로 부터의 통신용
으로 사용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통신 운용은 또한 MSC 및 셀방식 통신 장치(34)간의 통신을 위해 이러한 
통상의 기술을 사용한다. 특히, 제어 채널(38)은 두 개의 분리된 데이타 통신 경로, MSC(24)에 의하여 개
시된 통신용 FOCC 및 셀방식 통신 장치(34)(또는 셀내에서 작동하는 이동 무선전화)에 의하여 개시된 통
신용  RECC를  포함한다.  따라서,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RECC를  통해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는 
반면에, MSC(24)는 FOCC를 통해 명령 신호를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MSC(24)는 CMR 시스템(8)에 대한 셀 열(array)의 커버 영역내에서 작동하는 각<53>
각의 셀방식 통신 장치(34)로부터의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비록 데이타 메시지가 실질적인 무
선 전화 통제 정보에 정상적으로 포함된 파라미터보다는 선택된 데이타를 포함하지만, MSC(24)는 데이타 
메시지가 무선 전화 장치에 의해 생성된 등록 신호로 나타나도록 포맷되기 때문에 셀내에서 작동하는 통
상의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것처럼 데이타 메시지에 작동할 것이다.

MSC(24)는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다음 작동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나중에 처<54>
리하기 위한 데이타 저장,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제공된 선택된 데이타의 처리, 또는 제 1 통신 링크(4
2)를 통한 데이타 메시지의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의 전송, 메모리 저장 장치(44)에 연결되는 데이
타 수집 시스템(40)은 메모리 저장 장치(44)내에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를 저장함으로써 수집된 데이타를 
수집한다. MSC(24)와 유사하게, 데이타 수집 시스템(40) 또한 데이타 소스(30)의 작동 또는 성능과 관계
된 추가 정보를 획득하도록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한다. 이와 달리,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제 2 통신 
링크(48)를 통해서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전송한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40)은 전
형적으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중앙 장소에서 선택된 데이타의 편리한 처
리를 촉진한다. 제 2 통신 링크(48)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전화 설비, 즉 제공된 데이타 링크에 의하여, 
또는 무선 통신 링크에 의하여 설비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에 대한 통상적인 적용은 전기 부하 시스템(electrical load system)의 <55>
부하(load)를 모니터하고 에너지 소비 데이타 처리를 위한 중앙 장소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비 산업은 일
반적으로 부하 관리 활동(load management activities) 중에 특정 고객을 위한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수
집하거나 모니터함으로써 선택된 통제 시나리오에 대한 전기적 부하 관리 시스템의 효율을 결정한다. 특
히, 설비는 특정 수집 기간 동안 선발된 소비자에 의해 소비된 최대 에너지를 여타의 부하 관리 활동의 
부재하에서 소비자에 의하여 소비되게 될 최대 에너지와 비교한다. 설비는 일반적으로 소정의 시간 간격 
동안 소비자의 전력 소비를 기록하기 위한 각 소비자의 전기적 부하에 근접하게 위치한 부하 프로필 레코
더(load profile recorder)를 사용한다. 수집 기간의 종료에, 이어서 기록된 에너지 소비 데이타는 각각
의 부하 프로필 레코더로부터 데이타 해석 및 평가를 위한 중앙 데이타 처리 장소로 보내진다. 부하 프로
필 레코더에 의하여 기록된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데이타 처리 장소로 전송하기 위해 통상의 전화 시스템
을 사용하는 것은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적용의 경우, 모니터(32)는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에너지 소비 데이타, 이 경우에 있어<56>
서 전기적 부하를 획득하기 위한 부하 프로필 레코더로서 동작한다. 이어서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에너
지 소비 데이타를 담고 있는 데이타 메시지를 MSC(24)로 전송한다. 이어서 MSC(24)는 데이타 메시지를 에
너지 소비 데이타 처리를 위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할 수 있거나,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 처리를 위한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발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비는 그 전기적 
부하 관리 프로그램의 효율 및 비용 효과의 설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전기적 부하로부터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4,766,548호에 예시된 바와 같이, 청량 음료 자동 판매기 같은 시스템의 상업<57>
적인 운용에 적합한 데이타를 모니터하여 비전용의 통상적인 전화 시설을 통해 중앙 데이타 수집 장소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또한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고  변화,  서비스 
호출, 현금 수령, 특정 제품에 대한 주문, 매진 상태, 및 기타 경보 기능 등, 자동 판매기내 각종 상황의 
모니터를 허용한다. 이러한 유형에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32)는 데이타 소스(30),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 판매기의 상업적 운용을 모니터하고,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작동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
지를 MSC(24)로 전송한다. 설비 적용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어서 MSC(24)는 데이타 메시지를 선택된 데이
타의 처리를 위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이 광범위한 데이타 수집 및 보고 활동에 유용하고, 전술한 실시예가 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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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은 다수의 원거리 장소로부터 수집된 데이타의 통신에 신규하고 경제적인 <59>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적인  CMR  시스템에  대한  현존  구조  및  통신  프로토콜을  개조한다. 
MSC(24) 및 셀방식 통신 장치(34)간의 통신은 주로 CMR 시스템 통신에 대한 통상적인 기술 및 공지된 프
로토콜에 기초함이 숙지될 것이다. 따라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10)의 상세한 작동을 기술하기에 앞서, 
전형적인 CMR 시스템의 작동을 고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CMR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저출력 트랜스미터 및 커버 대역-제한된 리시버를 사용하여 무선 커버 <60>
영역을 작은 커버 영역 또는 "셀"로 세분함으로써 특징지워진다.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한된 커버 영역에 의해 하나의 셀에서 사용된 무선 채널이 다른 하나의 셀에서 재사용된다. 
하나의 셀내의 이동 무선 전화가 셀의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 인접 셀로 이동함에 따라, 셀과 연계된 통제 
회로는 막 들어온 셀내의 이동 무선전화와 신호 강도가 더 강하고, 이동 무선전화와의 통신이 막 들어온 
셀에 "핸드-오프" 되었는지를 검출한다.

CMR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각각의 무선 채널 및 각각의 셀에 대한 한 쌍의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61>
다. 각각 셀은 통상적으로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 또는 액세서 채널로도 불리는 적어도 하나의 신호 
채널, 및 서비스 음성 채널을 포함한다. 제어 채널은 이동자 및 휴대자로부터의 서비스 요청을 접수하고, 
선택된 이동자 또는 휴대자에게 페이지를 보내고, 이동자 또는 휴대자에게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정
된 음성 채널과 동조되도록 지시한다. 따라서, 제어 채널은 일반적으로 이동 및 휴대 무선 전화의 통화 
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데이타의 수신 및 전송에 관여한다.

제어 채널은 통상적으로 MSC로부터 무선 전화 장치로의 통신을 위한 FOCC 및 무선 전화 장치로부<62>
티 MSC로의 통신을 위한 RECC를 포함한다. FOCC는 메시지 데이타 워드, 비지 아이들 신호, 및 비지 아이
들 비트의 복합 데이타 스트림을 공급한다. 비지 아이들 신호, 및 비지 아이들 비트의 복합 데이타 스트
림을 공급한다. 비지 아이들 비트는 RECC의 현 상태에 관하여 무선 전화를 모니터하는 것에 대한 표시
(indication)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RECC가 무선 전화 장치에 의하여 사용 중에 있을 때, 이어서 RECC
는 통화중인 것으로 고려되며 비지 아이들 비트는 이진수 값 1로 세팅한다. 이와 달리, RECC가 사용중이 
아닐 때, RECC는 아이들 상태인 것으로 고려되며, 비지 아이들 비트는 이진수 값 0으로 세팅된다. 이동 
무선 전화는 FOCC에 의하여 전송된 비지 아이들 비트를 모니터하고, 비지 아이들 비트가 이진수 값 1로 
세팅될 경우, 이어서 이동 무선 전화는 비지 아이들 비트가 이진수 값 0으로 세팅될 때까지 RECC로의 전
송을 지연한다. 즉, 무선 전화는 일반적으로 비지 상태(busy state)에서 아이들 상태(idle state)로의 전
이에 의하여 제시되는 기회의 창동안(the window of opportunity) 제어 채널로 전송한다. 특히, 비지 아
이들 비트는 제어 채널상에서 신호 활성의 즉각적인 관찰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무선 전화는 제어 채널 
활동의 이러한 즉각적인 스냅샷(instant snapshot)에 응답한다.

미합중국 셀방식 무선 전화 시스템에 대한 데이타 메시지 및 무선 채널 명세가 연방 통신 위원회<63>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문서 번호 79-318과 관련된 보고 및 훈령에서, 47 C.F.R.∮22
에 따라 설비된 전자 산업 협회/원거리 통신 산업 협회(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EIA/TIA) 표준 553에 기술되어 있다. 전자 산업 
협회 공학부(2001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USA 20006)로부터 EIA/TIA-553의 사본
을 입수할 수 있다.

셀방식 이동 무선 전화가 호출을 할 때, 이는 일련의 데이타 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는 셀로 전송<64>
한다. 호출 시작점(Call Origination)으로 통칭되는 이들 메시지는 EIA/TIA-553)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들 데이타 메시지는 이동 확인 번호(Mobile Identification Number)로 알려져 있는 장치의 전화 번호의 
낮은 순서의 7 자리 숫자, 장치의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는 국 분류 마크(Station Class Mark : SCM), 및 
호출된 어드레스, 또는 다이알된 전화 번호를 항상 포함한다. 셀방식 시스템 운용자는 전형적으로 높은 
순서의 3자리 숫자인 MIN2 또는 셀방식장치의 전화 번호의 NPA, 및 전자 시리얼 번호(Electronic Serial 
Number : ESN)을 포함하고 있는 전송될 추가의 데이타 워드를 요한다. MIN은 가입자에 의해 선택된 셀방
식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특정 무선 전화 장치에 할당된다. MIN은 통상적으로 CMR 시스템 운용자에 고유
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MIN의 처음 세 개의 숫자("XXX")는 전형적으로 지역 코드에 해당하고, 
다음의 세 개의 숫자("XXX")는 전형적으로 지역 코드내 지리적 위치에 해당하며, 마지막 네 개의 숫자
("XXXX")는 장비의 특정 피스를 확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ESN은 각각의 셀방식 무선 전화 장치에서 일정
하고, 제조자, 및 일부 경우에 있어서 모델 번호, 제조일 등에 관하여 구분을 허용하는 포멧을 포함한다.

이들 메시지는 먼저 셀에, 이어서 데이타 링크를 통해 이동 전화 스위칭 센터에, 또는 이와 달리 <65>
이동 절환 센터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급된다. "스위치"로서도 알려져 있는 MSC는 이동 무선전화와 기타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간의 음성을 접속시켜 준다. MSC에서, 장치의 전화 번호, 일렬 번호, 및 특정 전화
에 상응하는 MSC 데이타 베이스에 들어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선 전화에 의해 제공된 기타 정보를 조
사함으로써 무선 전화가 인가된 사용자 또는 가입자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MSC의 임의의 기능은 호출 시
작점 메시지로서 수신된 ESN 및 MIN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MIN이 유효하고 무선 전화가 소정의 셀
방식 시스템, 즉 "홈 (home)"내 가입자로서 확인될 때, 수신된 ESN은 부정 수단(fraud)을 검출하기 위하
여 MSC의 데이타베이스 ESN 엔트리와 비교된다.

이동 무선 전화가 처음으로 전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미 전력이 인가된 상태로 처음으로 CMR 시<66>
스템에 들어갈 때, 시스템 내에서 활성화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식별할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
다. 무선 전화는 호출 시작점(Call Origination)의 것과 유사한 데이타 패킷을 공급함으로써 자동 등록
(Autonomous Registration)으로 알려져 있는 과정을 통해 그 자체를 식별하거나 "등록(registers)"한다. 
등록 또는 식별 신호로도 알려져 있는 자동 등록 신호는 통상적으로 적어도 이동 전화 번호, 즉 MIN, 및 
ESN에 대한 데이타 필드를 포함한다. 자동 등록의 최초 설계 시도는 MSC가 각 개개의 무선 전화 장치의 
대략적인 소재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함으로써 잠정적인 미래 호출 전달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특정 셀방
식 장치를 찾아내기 위하여 모든 셀을 페이징 할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페이징 채널 부하를 감소시키
는 것이었다. MSC가 이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때는, MSC는 셀방식 장치를 나중에 "페이징" 하거나 전
화를 걸려고 할 때 최후에 존재했던 셀 또는 영역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다. 즉, 자동 등록은 셀방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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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의하여 셀로부터 사전에 수신된 데이타 파라미터로 특정의 간격으로 이동 무선 전화로부터 이용하는 
셀로 주기적으로 및 자동적으로 전송된 메시지 세트이다.

홈 서비스 지역 밖의 서비스 영역에서 이동 무선 전화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시도하는 가입자<67>
는 "로우밍(roaming)"으로 일컬어지며, 남녀(및 연결된 이동 무선 전화 장치)는 "로우머(roamer)"로 통칭
된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다른 CMR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영역에 들어오고 무선 전화를 켜면, 
무선 전화는 전화가 위치하는 특정 셀의 제어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
는 특정 셀방식 시스템에서 작동하기 위해 가입자가 등록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무선 전화 장치에 대한 이동 전화 번호 및 일련 번호 모두가 확인 정보로서 셀 장소로 다시 전송된다. 셀
은 이러한 정보를 무선 전화 장치가 국지적 셀방식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또는 다른 셀방식 시스템의 고
객 인지를 신속히 확인하는 이동 절환 센터로 전송된다.

만약 무선전화 유닛이 다른 셀방식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이라면, 이동 절환 센터는 그 특정한 전<68>
화 유닛을 위한 홈 시스템으로 메시지 패킷을 전송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특정한 무선전화 유닛이 
다른 셀방식 시스템내에 등록된 것을 나타내고 또한 무선전화 유닛에 대한 번호 및 계정 정보가 유효한지
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홈 시스템은 요청된 정보를 가진 응답 패킷을 전송하여 응답한다. 만약 유효하
다면, 타지역의 셀방식 시스템에 있는 이동 절환 센터는 등록된 사용자 리스트에 로우머를 추가하고 상기 
홈 셀방식 시스템은 그 무선전화 유닛과 관련된 가입자를 서비스 지역 밖에 있고 다른 지역에 등록된 로
우머들의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러한 동일한 무선전화 유닛이 또 다른 시스템에 등록될 때, 홈 시스템을 위한 이동 절환 센터<69>
에 있는 데이타베이스는 상기 유닛이 다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동 유닛이 최근에 어디에 등록되었
는지를 기록한 리스트를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갱신한다. 또한, 이동 유닛이 현재 이동하여 다른 시스템
에 등록되었고, 제 1 타지역 시스템은 기록된 로우머의 리스트로부터 그 유닛을 제거하라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제 1 타지역 시스템에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이동 절환 센터에 있는 데이타베이스가 
예전에 등록하였던 로우머가 서비스 지역을 떠난지 오래 된 후에도 유효한 계정으로 식별하는 데이타들로 
지저분해지는 것이 방지된다.

셀방식 시스템 작동에 관한 앞서의 정보, 및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70>
해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에 응답하여, MSC(24)는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는 셀방식 통신 장치(34)가 셀방
식 시스템(8) 또는 다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가입자인지 또는 자격있는 사용자인지를 결정한
다. 도 2 에 도시되고 또한 데이타 메시지 포맷에 관하여 하기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데이타 메시지는 
임의적인 원격 시스템 또는 타지역 셀방식 시스템내부에서 작동하는 무선전화로써 셀방식 통신 장치(34)
를 확인하는 임의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를 둘 때, MSC(24)는 셀방식 통신 
장치(34)가, 이 경우 원격 셀방식 시스템인, 다른 셀방식 시스템에 제공된 셀방식 서비스에 가입하기 때
문에 로우머라는 것을 결정한다. 특히, MSC(24)는 소정의 셀방식 시스템에 속할 때 데이타 메시지내의 임
의적 정보를 확인하는 데이타베이스 또는 리스트를 유지하며,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를 체크함으로써, 셀방
식 통신 장치(34)가 가입자인지 또는 로우머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CMR 시스템(8)내부에서 작동하는 
이동 무선전화로부터의 이송으로써 MSC(24)가 데이타 메시지를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확인된 원거리 셀방식 시스템은 전화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실제로 작동하<71>
는 셀방식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타 수집 사용을 하고 또한 데이타 수집 시스템(4)에 의해 표시된
다. 셀방식 통신 장치(34)가 원거리 셀 방식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MSC(24)는 제 1 
통신 링크(42)를 경유하여 데이타 수집 시스템으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와 관련된 로우머가 원거리 셀방식 시스템의 자격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메시지
를 MSC(24)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그후 등록된 무선전화로써 MSC(24)에 있는 
등록된 로우머의 데이타베이스에 추가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이제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하는 <72>
데이타 메시지를 수용하며, MSC(24)와는 다르게, 데이타 메시지는 실제로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소정의 데이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로 하
여금 등록된 로우머의 리스트로부터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탐지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한다. 이동 무선전화가 다른 셀방식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다른 시스템상에서 작동하도록 등록
될 때 MSC(24)는 제 1 통신 링크(42)를 경유하여 데이타 수집 시스템으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데
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와 관련된 로우머가 원거리 셀방식 시스템의 자격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MSC(24)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셀방식 통신장치(34)는 그후 등록된 무선전
화로써 MSC(24)에 있는 등록된 로우머의 데이타베이스에 추가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이제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하는 <73>
데이타 메시지를 수용하며, MSC(24)와는 다르게, 데이타 메시지는 실제로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소정의 데이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로 하
여금 등록된 로우머의 리스트로부터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탐지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한다. 이동 무선전화가 다른 셀방식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다른 시스템상에서 작동하도록 등록
될 때 MSC(24)는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를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한 후 MSC(24)의 데이타베이스는 더 이상 셀방식 통신 장치(34)와 관련된 등록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르게는, MSC(24)는 어떤 시간 간격 종료시 이러한 등록 정보의 데이타 베이스를 정리한다. <74>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로우머가 자격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으며 어떤 시간 간격 종료시 등록 엔트리를 삭제할 것을 MSC(24)에 지시한다. 별개
의  옵션으로써,  MSC(24)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부터의  지시없이  임의적인  시간  간격  종료시 
MSC(24)로부터 등록 엔트리를 자동으로 삭제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이 셀방식 통
신 장치(34)가 자격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24)에 다른 메시지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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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24) 및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FIA/TIA Interim Standard(41; IS-41 스탠다드)와 호환가<75>
능하다. IS-41 스탠다드는 두가지 셀방식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호출이 
하나의 CMR 시스템의 셀 사이에서 채널 절환되는 방식과 같이 IS-41 스탠다드는 다른 셀방식 시스템사이
에서 셀방식 호출의 채널 절환을 허용한다. 또한, IS-41 스텐다드는 셀방식 호출자가 자격있는 셀방식 서
비스  가입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호출  전달  및  통신  교환을  허용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MSC(24)는 IS-41 호환가능 네트워크로 실행되는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데
이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또는 채널 절환된다. 응답으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데이타 메시지의 소스, 
특히 셀 방식 통신 장치(34)가 유효한 셀방식 소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링크(42)를 통해 사용자 확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세하게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가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해 전<76>
송되는 선택된 데이타를 포함한다. 따라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하며 
데이타 메시지내의 설정된 식별 특성을 데이타 베이스내의 이러한 특성 리스트와 비교한다. 이러한 데이
타 베이스는 유효한 셀방식 소스로써 관련 장치를 확인하는 대응 데이타 및 기존 셀방식 통신 장치(34) 
각각을 위해 예정된 식별 특성 엔트리를 포함한다. 매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을 때, 데이타 수집 시스템
(40)은 MSC(24)에 유효하다는 확인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한다. 데이타 수
집 시스템(40)은 매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을 때에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위한 유효한 엔트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유효 메시지는 그 특정한 셀방식 소스가 사용할 자격이 있는 통신 서비스들의 프로파일을 <77>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용자 프로파일은 셀방식 시스템 등을 통해 호출만을 하는(수신이 
아닌) 것이라든가, 장거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포함하여 그 셀방식 소스에 대한 작동 한계를 
정의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는 어떤 시간이 종료한 후 특정 셀방식 통신 장치
를 위한 등록 엔트리를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삭제할 것을 MSC(24)에 명령하는 지시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작용은 MSC(24)로 하여금 이러한 장치가 더 이상 MSC(24)의 계속적인 통신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MSC(24)에 기록됨으로써 셀 방식 시스템(8)을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전달하는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위
해 데이타베이스 엔트리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메모리 저장 장치(44) 내부에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공급된 선<78>
택된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고,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하고 또한 결과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으며, 또는 
선택된 데이타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에 전송할 수 있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선택된 데이타
를 전송하기 전에,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먼저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전달하
기 위한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가능한 통신 프로토콜로 변화시킨다. MSC(24) 및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는 달리 데이타 처리 시스템(46) 또는 제 2 통신 링크(48)가 IS-41 스탠다드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데이타 
처리 시스템과의 통신 전에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다.

비록 양호한 실시예에서 MSC(24)가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타지역 셀방식 시스템과 관련된 로우<79>
머로 간주하도록 프로그램되지만, MSC(24)의 데이타베이스 역시 셀방식 시스템(8)의 셀 내부에서 작동하
는 이러한 셀방식 통신 장치(34)의 설정된 식별 특성을 위한 엔트리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34)로부터 제어 채널(38)을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수용할 때, 이러한 데이타 베이스 엔트리
를 구비한 MSC(24)는 MSC 데이타베이스가 메시지에 의해 공급된 설정된 식별 특성에 응답하는 엔트리를 
포함하므로 전송 셀방식 통신 장치 (34)를 로우머로보다는 홈 유닛으로 식별할 것이다. 따라서, MSC(24)
는 전송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셀방식 시스템(8)의 홈 유닛으로 등록한다. 이러한 작용은 이같은 셀방
식 소스가 셀방식 서비스의 가입자이거나 또는 자격있는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같은 타지역 셀방식 시스템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방지할 수 있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
으로 데이타 메시지내의 필요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 이러한 실시예에서의 MSC(24)는 데이타 메시지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만 관련된 설
정된 식별 특성의 일부에 기초를 둘 때, MSC(24)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이러한 특성을 구비한 모
든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스위치에 명령하는 데이타 베이스내에 엔트리를 위치시킨다. 따라서, MSC(24)는 
이후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이 대한 일 실<80>
시예는 서비스 회로 노드의 컴퓨터이다. MSC(24)와 같은 스위치의 제조자는 또한 모토롤라 EMX 스위치 및 
기타 판매상이 소유의 스위치를 포함하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의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
한다. 스위치 제조자에는 뉴저지 휘파니에 소재한 AT&T 뉴욕 시스템즈, 텍사스 리차드슨에 소재한 에릭슨 
라디오 시스템즈, 매릴랜드 겔만타운에 소재한 휴지 뉴욕 시스템즈, 및 일리노이 샴버그에 소재한 모토롤
라가 있다.

셀방식 시스템(8)은 AMPS  또는 DAMPS  셀방식 시스템으로 실행된다. 셀방식 시스템(8)은 또한, <81>
DCS 1800, GSM, IS 95-CDMA, JTACS, TAGS, ETACS, RC 2000, NMT 450, ESMR, CT-2, WAGS, NMT 900, 또는 
다른 유사한 무선 시스템을 포함하는 셀 통신에 이동체를 위한 제어 채널을 실행하는 다른 셀방식 시스템
과 호환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MR 시스템(8)은 셀(12)과 같은 셀 배열을 포함하여, 모니터(32) 및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82>
해 각각 형성된 한 세트의 보고 시스템(29)은 셀에 위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셀(12)내부에 있는 각각
의 데이타 소스(30)에 대하여, 모니터(32) 및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신호 경로(31, 33)의 길이를 최소
화하기 위해 데이타 소스(30)에 근접하게 위치된다. 보고 장치를 경제적으로 용이하게 설치하기 위해, 모
니터(32) 및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동일한 하우징 내부에서 조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우징은 데이타 
소스(30)의 일체형 부분과 인접하여 또는 데이타 소스(30)의 일체형 부분으로 설치될 수 있다. 데이타 소
스(30)에 인접하여 설치하기 위해, 신호 경로(31, 33)는 연결된 장치 사이에서 배선 결선으로 연결된다. 
신호 경로(31, 33)는 또한 적외선 통신 링크 또는 무선 통신 링크중의 어느 하나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중앙 사이트에 위치된 관련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83>
된 데이타의 전송을 허용하기 위해 다중 모니터(32)에 접속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셀방식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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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는 오피스 빌딩 내부 또는 오피스 빌딩을 따라 중앙 위치에 장착될 수 있고 또한 다중 모니터(32)는 
관련 데이타 소스(30)로부터 데이타의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상기 빌딩을 통해 분포될 수 있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24)의 일체 부분에 인접하거나 또는 MSC(24)의 일체 부분으로 위<84>
치될 수 있고, 이때 제 1 통신 링크(42)는 장치사이의 배선 결선 접속을 형성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
(40)은 또한 원거리 장소에 위치될 수 있다. 이러한 원거리 설치를 위해, 제 1 통신 링크(42)는 마이크로
웨이브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 또는 종래 전화 설비와 같은 전용 데이타 라인으로 실행될 수 있다. 특
정 형태의 데이타 수집을 확인하는 부분의 편리함을 위해,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은 일반적으로 확인 부
분에 인접한 다음 다른 원거리 장소에 위치된다.

도 2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에 의해 통신되는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포맷을 도시하는 데이<85>
블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데이타 레코드(50)는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하는 셀방식 통신 장치(34)만을 식별하는 설정된 식별 특성을 위한 데이타 필드(52)와 원거리 데이타 소
스(30)로부터 얻어진 선택된 데이타를 위한 데이타 필드(54) 모두를 포함한다. CMR 시스템(8)의 종래 구
조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포맷은 CMR 시스템(8)과 같은 CMR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셀방식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동일 신호를 위한 메시지 포맷(또는 데이타 레코드)과 동일하다.

등록 신호와 관련된 데이타 메시지 포맷을 이용하여,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유효한 이동 전화 <86>
번호 및 ESN을 포함하도록 나타내는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여 MSC(24)에 "등록"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
(34)가 종래 음성 기초 셀방식 전화 호출을 발생하는 성질이 없더라도,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MSC(24)
와의 작동을 위해 등록하여서, 필드로부터의 선택된 데이타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데이타 레코드(5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등록 신호를 위한 표준 메시지 포<87>
맷은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특정한  전송  셀방식  통신  장치(34)와  선택된  데이타의  통신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설정된 식별 특성을 위한 데이타 필드(52)는 적어도 이동 전화 수의 일부 또는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할당된 MIN와 일치한다. 따라서, 설정된 식별 특성은 확인 신호에 있는 MIN을 위해 보존된 데
이타 필드내부에서 대체된다. 이러한 설정된 식별 특성은 할당되지 않은 일련의 이동 전화 번호에 속할 
수 있다. 또한, 각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할당된 설정된 식별 특성은 종래 전화 번호 또는 일련의 십진
수일 수 있다. 설정된 식별 특성은 원거리 데이타 소스와 관련된 셀방식 통신 장치(34)만을 식별함으로써 
데이타의 소스를 확인 할 수 있다. 설정된 식별 특성은 또한 이러한 설정된 식별 특성을 구비한 데이타 
메시지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관련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MSC(24)에 의해 사용된 정보를 공급한
다.

또한, 원거리 데이타를 위한 데이타 메시지에 있는 데이타 필드(54)는 ESN를 위한 식별 신호의 <88>
데이타 레코드내부에 있는 위치에 대응한다. 당업자는 ESN이 32비트 길이이며 제조자 코드를 위한 8 비트
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제조자 코드 세그먼트에 기초를 둔 ESN을 가려내거나 또는 조사하지 
않은 셀방식 시스템의 경우, 선택된 데이타의 32 비트를 구비한 데이타 필드(54)를 가진 데이타 메시지를 
공급하기 위해 ESN에 의해 채워진 데이타 필드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셀방식 시스템이 ESN의 
제조자 코드 세그먼트를 사용한다면, 데이타 필드(54) 내부의 선택된 데이타는 ESN의 나머지 24 비트에 
의해 만들어질 길이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24 비트의 선택된 데이타(필요한때는 종래 ESN을 위한 8
비트 제조자 코드 세그먼트)를 가진 데이타 메시지는 관련 데이타를 공급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ESN의 
제조자 코드 세그먼트를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비록 종래 등록 신호의 어떤 적절한 설정된 데이타 필드는 데이타 메시지내의 선택된 데이타를 <89>
MSC(24)로 전송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다른 메시지 프로토콜이 또한 제어 채널(38)을 통해 셀방식 
통신 장치(34)로부터 MSC(34)까지 원하는 정보를 전송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EIA/TIA-553은 
설정된 식별 특성 및 선택된 데이타를 위한 상술된 데이타 필드를 가질 수 있는 확대된 프로토콜 메시지
를 형성한다.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 전송을 위해, 데이타 메시지는 EIA/TIA-553에 따라 확대된 프로토콜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 포맷된다. 이러한 확대된 프로토콜은 현재 및 미래의 셀방식 시스템을 위한 새로
운 특성 및 작동 능력을 할 수 있도록 MSC 및 이동 셀방식 장치사이에서 인터페이스의 신호 능력을 확대
시킨다.

EIA/TIA-533에 의해 형성될 때, RECC를 위한 확대된 프로토콜 메시지는 메시지 헤더 및 적어도 <90>
하나의 메시지 데이타 워드(N 메시지 데이타 워드까지)를 포함한다. 메시지 헤더는 두 개의 워드, 즉 헤
더 워드 A 및 헤더 워드 B로 이루어진다. 헤더 워드 A는 다음과 같은 필드, 즉 헤더의 시작을 나타내는 
필드 F1(이진법 값 11까지 2 비트 세트)와, 예비 필드 RSVD(이진법 값 00 까지 2 비트 세트)와, 메시지 
등급 필드 T(이진법 1까지 1 비트 세트)와, 셀방식 장치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순차 번호를 전송할 것인
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메시지 등급 필드 S(이진법 값 1까지 1 비트 세트)와, 셀방식 장치가 MIN 1 및 MIN 
2를 전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E 필드(이진법 값 1 까지 1 비트 세트)와, 확대된 프로토콜 표시 
ER 필드(1비트)와, SCM 필드(4 비트)와, MIN 필드(24 비트)와, 주기적인 여분 코드 P(12 비트)를 가진 포
맷을 포함한다. 헤더 워드(header word) B는 다음과 같은 필드, 즉 제 2 헤더 워드의 시작을 나타내는 필
드 F2(이진법 값 10 까지 2 비트 세트)와, 예비 필드 RSVD(이진법 값 11 까지 2 비트 세트)와, 메시지 길
이 인디케이터 MSL 필드(5 비트)와, 메시지 형태 인디케이터 MST 필드(8 비트)와, 셀방식 장치에 의한 다
음 접근이 마지막 접근 시도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LT 필드(1 비트)와, 확대된 프로토콜 캐퍼 인
디케이터(capability indicator) EP 필드(이진법 값 1 까지 1 비트 세트)와, 예비 필드 RSVD(이진법 값 
0.....0 까지 7 비트)와, MIN 2 필드(10 비트)와, 주기적인 여분 코드 P(12 비트)를 포함한다. 메시지 데
이타 워드는 다음과 같은 필드, 즉 N-1 메시지 데이타 워드를 지속하는 첫 번째 메시지 데이타 워드를 나
타내는 필드 F3(이진법 값 01 까지 2 비트 세트), 또는 마지막 메시지 데이타 워드를 나타내는 F4와, 주
기적인 여분 코드 P(12 비트)를 포함한다.

이동 절환 센터는 확대된 프로토콜 메시지상에서 설정된 작업을 하거나 또는 확대된 프로토콜 메<91>
시지의 수신에 응하여 어떤 작용을 하도록 프로그램된다.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
해, MSC(24)는 확대된 프로토콜 메시지로 포맷된 각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하
도록 프로그램된다. 이러한 확대된 프로토콜 메시지의 통신은 IS-41-호환가능 통신 시스템으로 실행하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 또는 MSC(24)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예를 위한 제 1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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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42)는 IS-41-호환가능 통신 네트워크보다는 무선 통신 링크 또는 전용 데이타 링크로 실행될 수 있
다.

도 3은 보고 시스템(29) 요소, 즉 모니터(32) 및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92>
그램이다. 이제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모니터(32)는 레코더(60), 메모리(62), 및 하나 이상의 센서
(64)를 포함한다. 하나의 경로(31)를 경유하는 데이타 소스(30)에 연결된 레코더(60)는 데이타 소스(30)
의 어떤 작동 또는 성능 특성을 탐지하는 센서(64)를 사용한다. 탐지된 특성은 메모리 저장 장치(62) 내
부에 저장된 선택된 데이타를 나타낸다. 메모리(62)는 RAM(random access memory)이다. 메모리(62)는 또
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대용량 데이타 저장 
장치에 의해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호 경로(31)는 레코더(60)로 선택된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신호 채널을 나타내<93>
며,  또한 레코더(60)는  하나 또는 멀티-채널 기록 장치의 어느 하나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신호 채널은 데이타 소스(30)를 위한 다른 작동 또는 성능 특성과 관련된다.

임의적인 적용에서, 레코더(60)는 설정된 시간 기간 동안 데이타 소스(30)로 부터 선택된 데이타<94>
를 기록한다. 레코더(60)에 연결된 클럭(66)은 적절한 데이타를 레코더(60)에 공급하여, 레코더(60)는 선
택된 데이타에 시간 표시(time tag)를 추가할 수 있다. 시간 표시는 기록 작업의 각 설정된 시간 기간의 
시작에 관련된 시간을 나타낸다. 설정된 시간 기간이 알려진 값이라면, 시간 표시 데이타의 추가에 의해 
각 데이타 기록 작업을 위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선택 데이타로 데이타 수집 시간의 정
정은 특정 처리 작업의 경우 바람직하다. 클럭(66)은 하드웨어 장치에 의해 공급된 종래 카운터 또는 마
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소프트웨어 루틴으로 실행될 수 있다.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적어도 데이타 리시버(70), 셀방식 트랜스미터(72) 및 컨트롤러(74)를 <95>
포함한다. 하나의 경로(33)를 통해 레코더(60)에 연결된 데이타 리시버(70)는 모니터(32)에 의해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얻어진 선택된 데이타를 수용한다. 데이타 리시버(70) 및 셀방식 트랜스미터(72)에 연결
된 컨트롤러(74)는 데이타 리시버(70) 및 셀방식 트랜스미터(72) 각각의 작동을 제어한다. 컨트롤러(74)
는 당업계에 공지된 방식으로 제어 작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 제어 시스
템이다.

선택된 데이타에 응하여, 컨트롤러(74)는 셀방식 트랜스미터(72)와 관련된 설정된 식별 특성을 <96>
가진 데이타 패킷 및 데이타 소스(30)에서 수집된 선택된 데이타를 준비한다. 셀방식 트랜스미터(72)는 
CMR 시스템(8)의 제어 채널(38)을 통해 대응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타 패킷에 반응한다. 특
히, 셀방식 트랜스미터(72)는 MSC(24)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제어 채널(38)의 RECC를 사용한
다. 비록 셀방식 트랜스미터(72)가 무선전화 유닛을 위한 종래 트랜스미터로 실행될 수 있다고 하여도, 
바람직한 셀방식 트랜스미터(72)는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위한 CMR 시스템(8)의 데이타 무선 채널만을 
사용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또한 양방향 데이타 경로를 통해 컨트롤러(74)에 연결된 메모리 저장 장<97>
치(76)를 포함한다. 데이타 리시버(70)에 의해 수신된 선택 데이타는 셀방식 트랜스미터(72)에 의해 데이
타 메시지의 전송 전에 메모리 저장 장치(76)내에 저장될 수 있다. 비록 메모리 저장 장치(76)가 메모리 
저장 장치(62)로부터 개별적인 메모리로 나타내어진다고 해도, 메모리 저장 장치(62, 76)는 레코더(60) 
및 컨트롤러(74) 모두에 의해 접근 가능한 하나의 메모리로 실행될 수 있다.

제어 채널(38)을 통해 MSC(24)로부터 통신을 수신하기 위해,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또한 셀방<98>
식 리시버(78)를 포함한다. 컨트롤러(74)에 연결된 셀방식 리시버(78)는 종래 무선전화를 위한 셀방식 리
시버로 실행될 수 있다. 셀방식 트랜스미터(72)와 유사하게, 양호한 셀방식 리시버(78)는 CMR 시스템의 
음성 무선 채널 보다는 데이타 무선 채널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수신한다.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의 FOCC는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의 RECC의 상황을 나타내는 비지 <99>
아이들 비트의 스트림(a stream of busy idle bits)을 가진다. RECC는 만약 비지 아이들 비트가 하나의 
이진법 값으로 세트된다면 바쁘게 된다. 제어 채널(38)상의 정상 제어 신호 경로에서 셀(12) 내부에 있는 
하나 이상의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한 전송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셀방식 트랜스미터(72)는 채널
이 이용가능한 기간 동안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따라서, 셀방식 리시버(78)는 모니터된 셀을 위한 
RECC 상의 활동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어 채널(38)의 FOCC를 모니터한다. 설정된 시간 기간 동안 이진
법의 하나의 값에 대한 비지 아이들 비트 세트의 수를 세고 또한 FOCC를 모니터함으로써, 셀방식 통신 장
치(34)는 이러한 시간동안 제어 채널 활동 레벨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제어 채널 활동 레벨의 빛과 관
련된 어떤 한계값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제어 채널상에 아무런 활동이 없다면, 컨트롤러(74)는 셀방식 
트랜스미터(72)에 데이타 패킷을 공급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셀방식 트랜스미터(72)는 제어 채널(3
8)의 RECC를 통해 MSC(24)로 데이타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다.

특히,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연속적인 설정된 시간 간격 동안 제어 채널(38)의 FOCC에 의해 운<100>
반된 비지 아이들 비트를 모니터한다.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각 모니터 시간 기간당 하나의 이진법 값
까지 비지 아이들 비트의 운영 평균의 가장 높은 카운트와, 모니터 시간 기간당 하나의 이진법 값까지 비
지 아이들 비트 세트의 마지막 "n" 카운트를 계산하고 또한 저장한다. 운영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만약 
순간적인 진행 간격동안의 카운트가 저장평균보다 낮고 하나의 표준 편차 값보다 높다면, 시간기간당 하
나의 이진법 값까지 비지 아이들 비트 세트의 새로이 얻어진 카운트는 하나의 이진법 값까지 비지 아이들 
비트 세트의 저장 평균에 달한다. 제어 채널(38)을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셀방식 통신 장
치(34)는 시간당 하나의 이진법 값으로 비지 아이들 비트 세트의 저장된 마지막 "n" 카운트를 평균내며 
이 계산된 "n" 평균을 저장된 운영 평균과 비교한다. 만약 계산된 "n" 평균이 저장된 운영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데이타 메시지를 출력한다. 만약 계산된 "n" 평균이 저장된 운영 
평균을 초과한다면, 이때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전송을 지연시킬 것이다. 제어 채널의 순간적인 활동 
관점에서 반응하는 종래 무선전화 유닛과는 대조적으로, 상술된 전송 대기 과정은 비지 아이들 비트의 결
정 분석에 기초를 둘 때 휴리스틱(heuristic)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셀방식 트랜스미터(78)는 제어 채널이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해 사용되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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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러한 데이타 대기 형태는 셀(12) 내부의 많은 셀방식 통신 장치(34)의 
작동이 셀내부의 작업 무선전화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전화 통화를 방해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셀방식 
트랜스미터(78)는 또한 제어 채널(38)의 유용성을 먼저 체크하지 않고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제어 신호 통행량이 최소 레벨에 있을 때인, 자정과 오전 6시 사<102>
이의 이른 아침 시간동안과 같은 어떤 시간 간격 동안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동화된 전송작업을 할 수 있도록, 셀방식 통화 장치(34)는 컨트롤러(74)에 연결된 클럭
(82)을 포함한다. 클럭(82)은 시간 간격 만료에 반응하여 클럭 신호를 출력한다. 클럭 신호에 반응하여, 
컨트롤러(74)는 셀방식 트랜스미터(72)에 의해 데이타 메시지 전송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된 데
이타는 셀(12)내부의 보고 장치중의 어느 하나로부터 중앙 위치까지 알려진 시간 간격 동안 전송된다.

클럭(82)은 제어 채널(38)의 사용이 감소된 레벨에 있는 시간 기간동안 클럭 신호를 출력하여, <103>
셀방식 통신 장치(34)가 CMR 시스템(8)의 공식적인 통신 작업의 방해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특히, 셀(12)
내의 다양한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 전송이 셀내에서 작동하는 무선전화까지 또한 
무선전화로부터 전송된 음성 호출 처리 메시지를 가진 비간섭 기초로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CMR 
시스템(8)상의 종래 전화 통화를 위한 앞선 감소된 활동 기간으로 시간 간격이 선택된다. 클럭(82)은 컨
트롤러(74)에 의해 실행된 코드화된 지시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카운터 또는 하드웨어 카운터중의 어느 
하나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모니터(32)에 의해 신호 경로를 통해 상태 신호 출력에 반응하여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104>
의한 데이타 전송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태 신호는 셀방식 통신 제어 장치(34)로 하여금 제어 채널(38)의 
RECC를 통해 저장되어 선택된 데이타를 전송시킨다. 모니터(32)는 일반적으로 데이타 기록 사건(event)의 
종료에 반응하여 상태 신호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
(32)는 유지 보수 서비스의 필요성을 탐지하는 것과 같은 경보에 반응하여 상태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유틸리티 부하 관리를 위해, 모니터(32)는 유틸리티 부하 제어 장치의 변경 가능성의 탐지에 반응
하여 상태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상태 신호의 발생은 사건-구동식(event-driven)이고 또한 데이타 메시
지 시스템(10)의 사용은 이러한 사건을 결정한다는 것을 당업자는 잘 인식하고 있다.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 전송을 하기 위한 상태 신호 또는 클럭 신호를 출력<105>
시키는  과정은  종래  무선전화  유닛에  의해  실행되는  자동적  등록  작용(Autonomous  Registration 
operation)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자동적 등록의 경우, 무선전화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등록 
작용을 함으로써 셀방식 시스템과 자신을 동일시 한다. 유사하게, 상술된 실시예의 경우, 셀방식 통신 장
치(34)는 무선전화 유닛의 등록 신호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타 레코드인 메시지 포맷을 가진 데이타 메시
지를 전송함으로써 상태 신호 또는 클럭 신호에 반응한다. MSC(24)는 제어 채널(38)을 통해 데이타 메시
지를 수신하고 이어서 마치 데이타 메시지가 종래 무선전화 유닛에 의해 전송된 등록인 것과 같이 데이타 
메시지에서 작동한다.

비록 클럭(82)을 위한 시간 간격이 데이타 메시지 전송으로부터의 어떤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6>
선택된다고 하여도,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은 클럭(82)이 셀방식 트랜스미터(72)에 의해 전송을 
시작하는 클럭 신호를 출력할 때 바쁠 수 있다. 이러한 방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타 메시지 전
송은 셀방식 통신 장치(34)가 설정된 시간 간격 동안 어떤 한계값보다 작은 제어 채널(38)에서 활동 레벨
을 탐지할 때까지 지연된다. 비록 이러한 것이 클럭 신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데
이타 메시지 전송을 지연시킬지라도 이러한 지연은 셀방식 통신 장치(34)강 제어 채널(38)이 바쁘지 않은 
기간 동안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실시예를 위해, 컨트롤러(74)는 비지 아이들 비트 세트를 FOCC에 의해 운반되고 셀방식 <107>
리시버(78)를 통해 수신되며 운영 평균 및 "n" 평균 모두를 계산하는 하나의 이중 값으로 탐지함으로써 
클럭(82)에 의해 클럭 신호 출력에 반응한다. 컨트롤러(74)는 계산된 "n" 평균이 저장된 운영 평균 아래
로 떨어질때만 선택된 데이타를 가진 데이타 패킷을 셀방식 트랜스미터(72)에 공급한다.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대기하는 이러한 처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타 메시지 전송을 하기 전에 메모리(76)내부에 선택된 데
이타의 저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제어 채널(38)과 같은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은 셀(12)내에서 작동하는 무선전화 장치 및 <108>
MSC(24)사이의 양방향 통신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시버(78)는 제어 채널(37W8)의 FOCC를 
통해 MSC(24)로부터 통신을 수신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MSC(24)는 셀내부(12)에 있는 하나 이상의 셀방
식 통신 장치(34)의 어떤 기능을 제어하거나 또는 어떤 작동을 하기 위해 제어 채널(38)을 통해 명령 신
호를 출력할 수 있다.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명령 신호와 관련된 어떤 기능을 제어함으로써 또는 특정 
작업을 실행함으로써 명령 신호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다.

명령 신호는 일반적으로 어드레스 데이타를 포함하며 각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설정된 어드레<109>
스 데이타를 구비한 명령 신호에만 반응한다. 이것은 MSC(24)가 하나 이상의 어떤 선택된 통신 장치(34)
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어드레싱 작업의 적절한 사용에 의해, MSC(24)가 셀(12)내부에 있는 장치(34)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셀방식 통신 장치(34)의 서브세트의 기능 또는 작동을 원거리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
다.

명령 신호의 어드레스 데이타는 종래 전화 번호를 나타내는 십진법 번호이다. 적어도 이러한 전<110>
화 번호의 일부는 대응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할당된다. 십진수 전화 번호의 나머지 부분(만약 사용 가
능하다면)은 특정한 작업 또는 기능을 위한 명령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 셀방식 통신 장치
(34)는 어드레스 데이타를 구비하는 명령신호에만 반응하고 어드레스 데이타에 의해 식별된 기능 또는 특
정한 작업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명령 신호를 셀방식 장치(34)에 전송함으로써, MSC(24)는 셀방식 통신 장치(34)의 다양한 작동을 <111>
원거리 제어할 수 있거나 또는 다양하게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34)의 작동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선택된 
명령 신호에 반응하여,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데이타 메시지를 MSC(24)로 전송함으로써 MSC(24)에 "등
록"한다.  이러한  명령  신호는  AT&T  Autoplex  System과  같은  CMR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종래  Locate 
Request 신호와 유사하며, 선택된 무선전화 유닛의 등록을 요청한다. 이러한 명령 신호의 사용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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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어느 때라도 MSC(24)에 의해 소정의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한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시작하도록 폴(poll)될 수 있다.

다른 명령 신호에 반응하여, 클럭(82)을 위한 시간 간격은 변경될 수 있거나 대리 시간 간격으로 <112>
대치될 수 있다.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또한 다른 명령 신호에 반응하여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데이타의 기록을 시작하도록 모니터(32)에 지령을 내릴 수 있다. 상세하게는, 컨트롤러(74)는 셀방식 리
시버(78)에 의한 명령신호 탐지에 반응하여 데이타 보고 작업을 자극하기 위해 레코더(60)에 지시 신호를 
출력한다.

도 4는 셀방식 제어 채널을 통해 원거리 데이타 소스로부터 수집된 통신 데이타를 위한 방법의 <113>
양호한 단계를 도시한 것이다. 앞서의 데이타 수집 시스템(10) 요소의 일반적인 작동과 함께 도 1 및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방법은 시작 블록(200)에서 출발한다. 단계(202)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타 소스(30)
의 작용은 설정된 시간 기간동안 모니터 된다. 단계(204)에서, 원거리 데이타 소스(30)의 작동 또는 성능 
특성으로 지시된 선택된 데이타는 수집되고 또한 저장된다. 선택된 데이타 및 설정된 식별 특성을 가진 
데이타 패킷은 단계(206)에서 준비된다. 단계(208)에서, 데이타 패킷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시지는 CMR 시
스템(8)의 제어 채널(38)을 통해 MSC(24)로 전송된다. 상술된 단계는 모니터(32)  및 셀방식 통신 장치
(34)에 의해 형성된 보고 시스템(29)에 의해 실행된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루틴에 의해 실행된다.

프로그램은 이어서 블록(A: 도 5)으로 갈라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분기 동안, MSC(24)는 등록 <114>
신호-이 경우에는 데이타 메시지임-에 포함된 정보에 기초하여 들어온 등록 정보가 홈 유닛에 의해 전송
되든지 또는 로우머에 의해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도 5는 데이타 메시지가 로우머에 의해 전송되었는지 또는 홈 유닛에 의해 전송되는지의 여부를 <115>
결정하기 위해 MSC(24)에 의해 취해지는 바람직한 단계들을 도시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초기 결정에 기초
를 둔 MSC(24)에 의해 취해진 결과 작용을 도시한 것이다. 다시 도 1 및 도 5를 참조하면, MSC(24)에 의
해 실행된 데이타베이스 작업은 가지(A)의 단계(210)에서 시작된다. 단계(210)에서, 데이타 메시지와 같
은, 등록 신호는 MSC(24)에서 제어 채널(38)을 통해 수신된다. 결정 블록(214)에서, 만약 수신된 MIN이 
MSC(24)의 데이타 베이스 내에 엔트리를 가진 홈 유닛과 관련된 MIN이라면, 이때 "예"라는 가지는 블록
(216) 다음에 이어진다. 블록(216)에서, 홈 유닛은 MSC(24)에 등록된다. 셀(12)내부에서 작동하는 종래 
무선전화의 적어도 어떤 것은 CMR 시스템(8)에 의해 제공된 셀방식 서비스의 가입자를 대표하며 따라서, 
이러한 무선전화는 홈 유닛과 동일할 것이다. 반면에, 셀(12) 내부에서 작동하는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한 전송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같은 타지역 또는 원거리 CMR 시스템과 관련된 로우머로부터의 전
송으로 보이도록 고안된다.

만약 수신된 MIN이 홈 MIN이 아니라면, 이때 "아니요"라는 가지는 단계(218) 다음으로 이어지고, <116>
MSC(24)가 등록신호의 소스가 로우머 라는 것을 결정한다. 특히, 데이타 메시지를 위해, MSC(24)는 MIN과 
일치하는 데이타 필드에 위치하는 설정된 식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한다. 적어도 설정된 식별 특
성의 일부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을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위한 홈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시한다. 따
라서, MSC(24)는 데이타 메시지가 타지역 CMR 시스템 특히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관련된 로우머에 의
해 전송되는 것을 결정한다.

결정 블록(220)에서, MSC(24)에 의해 유지되는 데이타 베이스는 로우머의 MIN은 CMR 시스템(8)과 <117>
함께 조기 등록(earlier registration)의 결과로써 데이타 베이스 내에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체크된다. 하기에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데이타 메시지가 셀방식 시스템(8)과 관련된 종래 무선
전화 유닛에 의해서라기 보다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해 전송되므로 MSC(24)는 데이타 메시지의 설정
된 식별 특성을 이러한 데이타 베이스내부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질문이 네가티브라면, "아
니요"라는 가지는 블록(222) 다음에 이어진다. 블록(222)에서, MSC(24)은 로우머와 관련된 타지역 CMR 시
스템에 식별 정보를 전송한다. 데이타 메시지를 위해, MSC(24)는 설정된 식별 특성과 선택된 데이타를 포
함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한다. 이 점에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가 요망되는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하며 일반적으로 선택된 테이
터의  연속  사용이  용이하도록  그  선택된  데이타를  메모리  저장  장치(44)내부에  저장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만약 로우머의 MIN이 MSC(24)의 데이타 베이스 내에 있다면, 이때 단계(222, 224)는 "예"라는 가<118>
지를 따름으로써 결정 블록(228)으로 점프된다.

로우머, 즉 셀방식 통신 장치(34)와 관련된 정보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의해 전송된 유효<119>
한 메시지에 반응하여 단계(224) 동안 MSC(24)에서 데이타베이스로 적어도 일시적으로 연속 추가된다. 단
계(228)에서, 질문은 MSC(24)가 MSC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로우머 정보의 제거를 문의하는 데이타 수집 시
스템(40)으로부터의 지시를 수신하였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응답이 긍정이라면,  "예"라는  가지는 단계
(230)로 이어지고 MSC(24)는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엔트리를 제거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데이타베이스는 
MSC(24)의 조작과 더 이상 관련되지 않은 정보로 채워지지 않는다. 반대로, 만약 응답이 부정이라면, 이
때 "아니오"라는 가지는 단계(228)로 되돌아 간다.

도 5에 도시된 단계는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루틴에 의해 실행되고 또한 MSC(24)에 <120>
의해 실행된다. 이러한 처리를 코드화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루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발
전 기술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도 6은 제어 채널이 사용을 위해 청소될 때 셀방식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해 <121>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하는 방법을 위한 단계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6을 참조하면, 방법
은 블록(240)에서 시작된다. 단계(242)에서, 어떤 시간 간격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다. 만약 시
간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아니요"라는 가지는 다음의 시작 블록(240)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만약 
시간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때 "예"라는 가지는 블록(244)으로 이어진다. 단계(244)에서, 클럭 신호는 
어떤 시간 간격의 종료에서 출력된다. 데이타 패킷은 설정된 식별 특성 및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한 데이
타 메시지의 전송을 허용하기 위해 단계(246)에서 준비된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이 데이타 채널이 비간섭 기초로 이용 가능하다면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셀방식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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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가 준비된다.

단계(248)에서, 셀방식 통신 장치(34)는 제어 채널(38)의 FOCC에 의해 운반된 비지 아이들 비트<122>
의 흐름을 모니터하고 이후 시간 간격당 하나의 이진법 값을 가진 마지막 "n"의 비지 아이들 비트를 위한 
평균을 계산한다. 결정 블록(250)에서, 계산된 "n" 평균이 시간 간격당 하나의 이진법 값을 가진 비지 아
이들 비트의 가장 높은 카운트의 저장된 운영 평균보다 작은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질문을 한다. 만약 이
러한  질문에  대한  반응이  부정이라면,  제어  채널(38)은  바쁘고,  따라서,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은 
"아니요"라는 가지를 단계(248)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연되며 비지 아이들 비트의 모니터 및 평균 계산
이 이어진다. 반대로, 만약 반응이 긍정이라면, 이때 "예"라는 가지는 단계(252)로 이어지고 데이타 메시
지는 제어 채널(38)의 RECC를 통해 MSC(24)로 전송된다.

도 6에 도시된 단계는 이상의 소프트웨어 루틴에 의해 실행되고 또한 셀방식 통신 장치(34)에 의<123>
해 실행된다. 이러한 처리를 코드화하고 또한 필요한 소프트웨어 루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발전 기술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 7을 참조하면,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10)은 페이징 메시<124>
지의 수신에 반응하여 통지 메시지를 통신하기 위한 CMR 시스템(8')의 환경내에서 작용한다. 이것은 시스
템(10')에 제공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페이징 상대방이 호출된 상대방이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어떤 형태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10)과 유사하게,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10')은 통지 메시지를 통신하기 위<125>
해 광역 통신 시스템 또는 지역 통신 시스템 중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 CMR 시스템(8)과 같은, 종
래 CMR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설치 장비를 이용한다. 통지 메시지는 음성 기초 정보보다 데이타 기초 정
보를 가지므로, 시스템(10')은 통지 메시지를 통신하기 위해 CMR 의 셀방식 제어 채널만을 이용한다. CMR 
시스템의 가치있는 음성 채널의 사용을 피함으로서, 시스템(10')은 셀방식 무선전화의 사용자에 의한 종
래 전화 통화를 위한 음성 채널의 사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시스템(10')은 CMR 시스템을 위한 장비에 의
해 제공된 사용가능한 자원을 확대 사용할 수 있으며, 종래 음성 기초 사용, 즉 전화 통화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터미널(150) 및 데이<126>
타 수집 시스템(40'), 하나 이상의 원거리 통신 장치(152), 및 CMR 시스템(8')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MSC(24')를 구비한 통신 시스템(149)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149)은 페이징 메시지와 일치
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준비함으로써 페이징 상대방으로부터의 페이징 메시지에 반응한다.  통신 시스템
(149)에 의해 데이타 메시지에 할당된 특정 통지 코드는 데이타 메시지가 원거리 통신 장치(152)중의 하
나에 의해 통지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장된다. 그후 통신 시스템(149)은 통신 
경로(156)를 위해 데이타 메시지를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로 전송한다.

선택된 원거리 통신 유닛(152)은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후 데이타 메시지로부터 취해진 수<127>
신확인 코드를 구비한 수신확인 메시지를 준비한다.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이때 수신확인 메지
지를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해 MSC(24')에 전송한다. MSC(24')는 수신확인 메시지의 소스가 
통신  시스템(149)과  관련되고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통신  시스템(149)으로  통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통신 시스템(149)은 수신확인 메시지를 처리하고 수신확인 메시지가 데이타 메시지중의 하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데이타 메시지와 관련된 저장된 수신확인 코드와 수신확인 메시지내의 수
신확인 코드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일치된다면(match is made), 이때 수신확인
은 페이징 상대방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나중 사용을 위해 저장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고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10')을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면, 원거리 지역에서 다른 <128>
상대방과 접촉하기를 원하는 상대는 페이징 터미널(150)에 의한 전송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151)를 통해 
페이징 메시지를 전송한다. 페이징 메시지에 반응하여, 페이징 터미널(150)은 안테나(154)를 통해 페이징 
메시지와 일치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페이징 터미널(150) 및 안테나(154)의 조합은 기존 지역 
너머로 데이타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선 전송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지리적으로 노후한 
지역내에서 작동하는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특정 어드레스를 가진 데이타 메시지에 반응한다. 특히,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CMR 시스템(8')의 셀방식 네트워크, 즉 제어 채널(38) 및 MSC(24')를 통해 수신
확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하기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MSC(24')에 의한 수신확인 메시지의 수신으로 데이
타 메시지의 수신을 바꾸는 처리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페이징 터미널(150)은 양호한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PSTN)와 같은 통<129>
신 네트워크(151)를 통해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한다. 통신 네트워크(151)는 부가가치 통신망(VAN: 도시 
않음)과 같은 데이타 네트워크 또는 전용 데이타선(도시 않음)과 같은 데이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다른 
종래의 통신 시스템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징 터미널(150)은 대응 데이타 메시지를 
준비함으로써 페이징 메시지에 반응하고 또한 수신확인 시스템을 위한 특정한 요구를 처리하는데 채택된
다. 데이타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정보, 즉 의도하는 수신 장치, 특히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만을 
식별하는 어드레스와, 특정 데이타 메시지 및 대응 페이지 메시지만을 식별하는 수신확인 코드와, 페이징 
메시지와 관련된 페이징 데이타를 포함한다. 데이타 메시지의 포맷은 도 8에 관하여 하기에 상세하게 기
술되어 있다.

페이징 상대는 일반적으로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를 위한 어드레스 및 선택된 장치(152)<130>
의 사용자와의 통신을 위한 페이징 데이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반대로, 페이징 터미널(150)은 수
신확인 코드를 데이타 메시지에 공급하며, 하기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원거리 통신 장치(152)로부터 수
신확인  메시지로  복귀된  수신확인  코드와  나중에  비교를  할  수  있게  수신확인  코드를  저장  내지 
보관한다. 각 데이타 메시지는 데이타 메시지를 특정 수신확인 메시지와의 비교를 지원하도록 단일 수신
확인 코드를 할당시킨다. 페이징 터미널(150)은 그 후 페이징 메시지의 통신이 의도된 호출 상대방에게서 
종료되도록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페이징 메시지의 지역 통신을 위해, 페이징 터미널(150)은 페이징 터미널(150)의 지리적으로 커<131>
버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작동한다고 알려진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한 직접적인 수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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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응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한다. 만약 원거리 통신 장치(152)가 페이징 터미널(150)의 지리적으로 커
버할 수 있는 지역의 외부에서 작동한다면, 이때 터미널(150)은 적당한 지역내부의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
을 위한 국가적인 페이징 네트워크(도시 않음)를 통해 다른 페이징 터미널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광역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일련의 페이징 그룹의 이러한 사용은 페이
징 산업계에는 널리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시스템(10') 작동에 대한 다음의 기술은 원거리 통신 장치
(152)에의 데이타 메시지의 지역적인 분포에 기초를 둔 것이다.

페이징 터미널(150)은,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라디오 주파수(RF) 무선 링크와 같은, 무선 통신 시<132>
스템으로 실행되는 통신 경로(156)를 통해 지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작동하는 원거리 통신 
장치(152)와 통신한다. 통신 경로(156)는 또한 전용 데이타 라인 또는 종래 전화 설비를 포함하는 배선 
통신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통신 경로(156)를  위해,  페이징 터미널(150)은 안테나
(154)를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장치(152)의 사용자에게 페이징 메시지와 관련된 페이징 데이타를 공급<133>
함으로써 특정한 메시지를 구비한 데이타 메시지에 반응한다. 종래 페이저와 유사한 방식에서, 바람직한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을 가리기 위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출력하며 그후 종래 방
식에서 페이징 데이타를 사용자에게 나타낸다. 페이징 시스템 산업계에서 널리 공지된 바와 같이, 주의는 
가시적이거나,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만질 수 있는 신호이며 페이징 데이타가 존재함으로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문자상의(또는 도표상의) 포맷으로 실행될 수 있다.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또한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확인 코드를 포함하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134>
CMR 시스템(8')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데이타 메시지에 반응한다. 수신확인 코드는 나가는 데이타 메시지
(및 대응 페이징 메시지와) 들어오는 수신확인 메시지 사이의 연속적인 상호관계를 허용한다. 도 9에 대
하여 좀더 상세하게 기술하면, 수신확인 메시지는 제어 채널(38)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통신을 허용하는 
데이타-형태 포맷의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종래 CMR 시스템의 구성을 이용하기 위해, 수신확인 메시지
는 유닛이 CMR 시스템에 그 자체를 식별할 때 종래 무선전화 유닛에 의해 전송된 등록 신호로 나타나도록 
포맷된다.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셀방식 통신 링크(36)를 통해 셀(12)내의 셀 컨트롤<135>
(16)로 전송한다. 이어서, 셀 컨트롤(16)은 수신확인 메시지를 데이타 링크(22)를 통해 MSC(24')로 전송
한다. 데이타 링크(22) 및 셀방식 통신 링크(36)에 의해 형성된 제어 채널(38)은 셀(12)내부의 각 원거리 
통신 장치(152) 및 MSC(24') 사이에서 제어 신호의 통신을 허용한다.

MSC(24')는 제어 채널(38)을 통해 수신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며, 수신확인 메시지내에 공급된 정<136>
보에 기초를 두고, 메시지가 이동 무선전화 유닛에 의해 전송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수신확인 메시지가 원
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해 전송되었다는 인식없이, MSC(24')는 마치 메시지가 로우머에 의해 전송된 것
처럼 수신확인 메시지를 다룬다. 따라서, MSC(24')는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수신확인 메시지를 데
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한다. 한편,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확인 메시지가 수신확인 코
드를 구비하는 것을 인식하고 유출 데이타 메시지에 할당된 저장 수신확인 코드와의 비교를 위해 통신 링
크(174)를 통해 상기 코드를 페이징 터미널(150)로 전송한다. 일치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페이
징 메시지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을 보장한다.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10')의 작성을 위한 상세한 검토를 하기 전에, 데이타 메시지 및 수신확<137>
인 메시지를 위한 데이타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도 8은 페이징 메시지에 반응하는 페이징 터미
널(150)에 의해 전송된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포맷을 도시하는 테이블이다. 이제 도 7 및 도 8을 참조하
면,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데이타 레코드(160)는 특정한 원거리 통신 장치(152)만은 식별하는 어드레스 
데이타와, 데이타 메시지 및 대응 페이징 메시지만을 식별하는 수신확인 코드와,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
치(152)를 작동하는 가입자와의 통신을 위한 페이징 데이타를 포함한다. 표준 페이징 시스템과 유사하게, 
필드(162) 내부의 어드레스 데이타는 선택된 원거리 통신 유닛(152)에 할당된 개인 식별 번호 또는 어떤 
CAP 코드와 관련된다. 어드레스 데이타와, 수신확인 코드와, 페이징 데이타는 별개의 데이타 필드, 즉 어
드레스데이타 필드(162), 수신확인 코드 필드(164), 페이징 데이타 필드(166)내부에 포함된다. 데이타 필
드(162, 164, 및 166)는 이러한 필드내부의 정보를 분리시키기 위해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식별 특성 또는 특성 스트링(strings)에 의해 분리된다.

페이징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PSTN으로 도 7에 도시된, 통신 경로(151)를 통해 페이징 상대방이 <138>
페이징 터미널(150)에 접촉할 때 시작된다. 이때 페이징 상대방은 적당한 포맷으로 페이징 데이타를 페이
징 터미널(150)에 공급하는 조작자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전화 설비를 통해 페이징 데이타의 입력에 의해 
종래 방식으로 복귀 전화 번호와 같은 소정의 페이징 데이타를 페이징 터미널(150)에 공급하는 기회를 갖
는다. 페이징 메시지는 또한 전자 우편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에 반응하여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페이징 메시지의 성공적인 수신확인을 위해, 데이타 메시지의 일부, 특히 데이타 필드(164)내에 <139>
구비된 수신확인 코드는 CMR(8')에 의해 전송된 수신확인 메시지를 통해 페이징 터미널(150)로 복귀될 수 
있다. 따라서, 수신확인 코드의 특성을 위한 포맷은 수신확인 메시지를 위한 전 메시지 포맷과 호환가능
하다. 수신확인 메시지를 위한 데이타 레코드가 제 9 도에 도시되어 있다. 도 7 및 도 9 에 있어서, 수신
확인 메시지를 위한 데이타 레코드(168)는 사용자 입력(user-entered)과 수신확인 코드를 위한 분리된 필
드를 포함한다. 사용자 입력 데이타를 위한 필드(170)와 수신확인 코드를 위한 필드(172)는 작동 데이타
를 위한 문자 스트링의 완료와 수신확인 코드를 위한 문자 스트링의 시작을 식별하는 선택된 문자 세트에 
의해 분리된다. 하나 이상의 문자가 데이타 메시지의 마지막(end)을 표시하도록 데이타 레코드의 마지막
(end)에 부가될 수 있다.

수신확인 메시지를 위한 데이타 레코드(168)는, 바람직하게는, CMR 시스템(8')과 같은 CMR 시스<140>
템에 그 자체를 처음 식별할 때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등록 신호를 위한 메시지 포맷과 동일하다. 특
히, 수신확인 코드를 위한 데이타 필드(172)는 이동전화 번호 또는 MIN의 적어도 일부를 위한 등록 신호
에서의 위치에 대응한다. 상기 수신확인 코드는 한 셋트의 종래 전화번호와, 한 셋트의 10단위 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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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한 셋트의 할당되지 않은 이동전화 번호에 속한다. 상기 수신확인 코드는 수신확인 코드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과 관련된 소스(source)에 의해 전송되는지의 여부를 MSC(24')가 결정하게 한다.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10')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가입자는 원거리 통신장치(152)가 수용된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작동 데이타로서 언급되는 이러한 응답은 원거리 통신 장
치(152)를 따라 위치된 키패드를 통하여 작동 데이타를 입력시키므로써 종래의 방법으로 사용자에 의해 
공급된다. 선택적으로, 수용된 데이타 메시지의 응답은 가입자에 의한 어떠한 동작없이 원거리 통신 유닛
(152)에 의해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다. 상기 작동 데이타는 전형적으로 수신확인 메시지 데이타 레코드
(168)의 데이타 필드(170)내에 삽입되는 본래의 특성이나 이중 데이타를 포함한다.

작동 데이타를 위한 데이타 필드(170)는 ESN을 위한 등록 신호의 데이타 레코드내에 위치에 대응<141>
한다. 8비트 제조자 코드 세그먼트에 기초하여 ESN을 스크린하거나 검토하지 않는 셀방식 시스템에 있어
서, 작동 데이타를 위하여 ESN에 일반적으로 할당되는 전체 32비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셀방식 시스템이 ESN의 제조를 위한 8비트 필드를 스크린한다면, 상기 작동 데이타는 ESN에 할당된 
데이타 필드의 잔류 24비트내에 맞추어져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24비트의 작동 데이타를 갖는 수신확
인 메시지가 대부분의 경우 한정된 응답의 통신에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타를 위한 ESN의 제조자의 
코드 세그먼트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수신확인 메시지내에 작동 데이타의 위치를 위한 ESN 위치의 24비
트만 사용하는 것은 1600만 이상의 가능 응답을 허용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여야 한다.

수신확인 메시지를 위한 포맷은 수신확인 코드와 조건 작동을 등록된 신호에서 ESN을 위한 위치<142>
에 대응하는 데이타 필드내에 삽입할 수 있도록 변형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적 메시지 포맷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타 메시지는 식별 수신확인 코드에 할당되며, 각각의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셀방식 소스의 
전송을 식별하도록 작동되는 독특한 이동전화 번호를 할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수신확인 코드를 함유하는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그  특별한  이동전화  번호를  구비하는  데이타 
필드와, 수신확인 코드와 조건 작동 데이타를 함유하는 데이타 필드를 구비한 수신확인 메시지를 출력한
다. 상기 수신확인 코드는 하나 이상의 분리 특성에 의해 동일한 데이타 필드내에서 작동 데이타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수신확인 메시지는 등록 신호를 제공하도록 포맷되며, 데이타 필드는 종래의 등록 신호
에서 MIN과 ESN을 위한 위치에 대응한다. 이러한 수신확인 메시지에서 이동전화 번호는 전송 셀방식 소스 
특히, 특별한 원거리 통신 장치(152)를 식별하도록 작동되며, 수신확인 코드는 대응 데이타 메시지(및 페
이지 메시지)를 식별하도록 작동된다.

도 7 에 있어서,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데이타 메시지를 가입자의 <143>
간섭 없이 자동 모드나 가입자에 의한 수동 모드로 전송한다. 등록 신호에 관련된 메시지 포맷을 갖는 수
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하여서,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수신확인 메시지가 유효한 이동전화 번호와 ESN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MSC(24')를 등록한다. 원거리 통신 장치(152)가 종래의 음성기초 호출
(call)을 위치시키는 대신에 제어 채널을 통하여 수신확인을 단순히 데이타 기본 신호로 전송한다 할지라
도, 상기 장치(152)는 CMR 시스템(8')을 통하여 수신확인 코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MSC(24')와의 
작동을 위해 등록된다.

수신확인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C(24')는 신호를 전송한 장치가 CMR 시스템(8')에 의해 제<144>
공되는 서비스의 가입자나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데이타 레코드(172)내에 
수신확인 코드에 기초하며, 이것은 등록 신호를 위한 MIN 정보에 대응한다. 수신확인 코드의 적어도 일부
는 선택된 원거리 통신장치(152)가 다른 "원거리" 셀방식 시스템에 관련된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MSC(24')는 데이타베이스를 체크하여 원거리 통신 장치(152)가 원거리 셀방식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한다. 또한, 상기 MSC(24')는 수신확인 메시지의 소스가 로우머로 취급되는 것을 결정
한다. 따라서, 상기 MSC(24')는 CMR 시스템(8')내에서 작동되는 로우밍 이동전화로부터의 전송으로 수신
확인 메시지를 해석한다.

수신확인 코드의 일부에 의해 식별되는 원거리 셀 시스템은 전화통화를 지원하는 실제로 작동되<145>
는 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수신확인-기초 적용에 바쳐지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의해서 나타내어
진다. 원거리 통신 장치(152)가 원거리 셀 시스템에 관련된 것을 인식함에 있어서, 상기 MSC(24')는 수신
확인 메시지를 제1 통신 링크(42')를 통하여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한다.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확인 메시지의 소스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관련되었는지와 MSC(24')가 상기 소
스로부터의 통신을 수용한 것을 확인하는 확인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하므로써 응답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MSC(24')에서의 등록된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된 무선전화로 가해짐
으로써 MSC(24')에서의 수신확인 메시지의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등록된 로우머의 리스트로부터 원거리 통신장치(152)를 삭제할 것을 <146>
MSC에 지시하는 링크(42')을 통하여 메시지를 상기 MSC(24')로 전송한다. 이러한 엔트리(entry)는 MSC로
부터 삭제되는데 그 이유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전송한 후에는 원거리 통신 장
치(152)에 관련된 등록 정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택적으로, 등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엔트리는 시간 간격의 원료에 따라 상기 MSC(24')에 의해 삭제된다.

MSC(24')와는 달리,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선택된 원거리 통신장치(152)가 데이타 메<147>
시지를 가지며 특히 수신확인 코드와 작동 데이타를 함유하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데이타를 함유하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페이지 터미널이 그 수신
확인 기록들을 업데이트하도록 수신확인 코드와 작동 데이타를 통신 링크(174)를 페이지 터미널(150)에 
전송한다.

한편, 상기 페이지 터미널(150)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의해 공급된 수신확인 코드와 데이<148>
타 메시지(및 대응의 페이지 메시지)에 할당된 수신확인 코드의 리스트를 비교한다. 성공적인 매치는 의
도하고자 하는 페이지 메시지의 수신인 특히, 선택된 원거리 통신장치(152)가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여 
메시지 수신을 확인하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비교에 기초하여, 페이지 터미
널(150)은 페이징 상대방에 의한 접근을 위한 페이지 메시지의 수신확인의 보관을 위해서 수신확인 정보
를 데이타베이스 또는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한다. 페이지 터미널(150)은 작동 데이타가 있다면 이를 
저장하여,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의 사용자로부터의 응답으로 페이징 상대방에 의한 접근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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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페이지 터미널(150)은 다른 위치된 분리된 시스템이나 동일한 장소에<149>
서 완전히 집적된 장치로서 설치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기술(記y)은 페이징 서비스에 가입자에 의한 원거리 통<150>
신장치(152)의 사용에 대해 언급된 것이지만, 원거리 통신장치 유닛(152)이 또한 페이지 정보를 수용하도
록 적용된 설비에 페이지 정보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페이지 터미널(150)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은 데이타 소스로부터의 데이타의 기록과 같은 적용된 설비에 의한 작동을 시
작하는데 유용하다.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적용된 설비는 셀방식 시스템(8')을 통하여 중앙 수집 장
소로의 전송을 위하여 작동 데이타를 원거리 통신 유닛(152)에 공급할 수도 있다. 만일 상기 설비가 주로 
데이타의 기록을 위해 사용된다면, 상기 원거리 통신 유닛(152)에 의해 전송된 수신확인 메시지는 기록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작동 데이타를 함유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원거리 통신 유닛(152)은 데이타 메시지 
및 작동 데이타의 교환을 허용하기 위하여, 와이어에 의한 연결이나 무선 링크를 통하여 적용된 설비에 
연결될 수 있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과 마찬가지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MSC(24')사이의 통신은 IS-<151>
41 표준과 견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MSC(24')는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하여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
타 수집 시스템(40')에 보내거나 절환될 수 있다. 그러나, 모토로라 DMX 프로토콜과 다른 벤더(vendor) 
재산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다른 장치나 프로토콜도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
여 유용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확인 페이지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10")에서, 통신 시스템(14<152>
9')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페이지 터미널(150')을 포함한다. 도 10 에 있어서, 데이타 수집 시스
템(40")은 페이지 터미널(150')이 아니라 PSTN과 같은 통신망(151)을 통하여 페이지 메시지를 수신한다. 
페이지 메시지에 응답하여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페이지 페시지 특히 수신확인 코드를 식별기에 할
당하고 페이지 터미널(150')에의 전송을 위한 데이타 포켓을 준비한다. 상기 데이타 포켓은 다음과 같은 
정보 즉, (1)의도된 수신 정보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어드레스(2)수신확인 코드 (3)페이지 데이타를 포함
한다. 상기 페이지 터미널(150')은 통신 링크(176)를 통하여 데이타 포켓을 수용하여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한 수신을 위한 데이타 포켓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출력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
(40")은 CMR 시스템(8')을 통하여 원거리 통신 유닛(152)에 의해 전송된 수신확인 메시지에서의 수신확인 
코드와 저장된 수신확인 코드를 비교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데이타 포켓(및 페이지 메시지)에 대응하
는 수신확인 코드를 저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0에 도시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도 7에 도
시된 실시예에 대한 페이지 터미널에 의해 수행되는 수신확인 작동(페이지 작동이 아님)을 수행한다.

MSC(24')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사이의 통신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터미널과 원거리 통신장<153>
치(152) 사이의 통신은 도 7 에 도시된 실시예에 도시된 작동과 동일하다. 도 10 에 있어서, 페이지 터미
널(150')은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한 수신을 위하여 안테나(154)를 통하여 종래의 방법으로 
데이타 메시지를 방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출력 하므
로써 MSC(24')와의 작동을 등록한다. 수신확인 메시지에서의 적어도 일부의 수신확인 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MSC(24')는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의 경우 다른 셀방식 시스템과 
관련된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상기 MSC(24')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하여 데이
타 수집 시스템(40")에 전송한다.

수신확인 메시지에서의 수신확인 코드와 대응 데이타 메시지에 할당된 저장된 수신확인 코드를 <154>
비교하므로써,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가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해 
수신된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수신확인에 기초하여,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확인을 기다려 페
이지 요구를 발한 상대방에 수신확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전송된 데이타 
패킷의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할당된 수신확인 코드를 삭제한다. 수신확인 메시지를 페이지 터미널(150')
에 전송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페이지 터미널은 어떠한 수신확인 작동을 실행하지 않는 종래의 페
이지 시스템으로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페이지 터미널(150')은 다른 위치에 위치<155>
된 분리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완전히 일체인 설비로서 동일한 장소에 설치될 수도 있음을 인식할 것이
다.

도 11 은 원거리 통신 장치(152)의 부품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156>
기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페이지 장치(178)와 셀방식 장치(179)를 포함한다. 양호한 원거리 통신 장치
(178)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장치(178)와 셀방식 장치(179)는 전형적인 이동 가입자에 의한 장치(152)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동일한 하우징내에 포함된다. 본 발명자는 상기 장치(152)는 이동가능하며 페
이지 장치와 무선전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미니어쳐 패키지내에 수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장치의 
의도된 이동가능한 사용면에서 배터리는 장치(152)를 위한 양호한 전원이다.

페이지 장치(178)는 페이지 터미널(150)로부터의 데이타 메시지를 통신 경로(56)(도 7)를 통하여 <157>
수신한 후  이어서  수신확인 코드와 페이지 데이타를 메모리 저장장치(184)에  저장하는 페이지 리시버
(180)를 포함한다.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페이지 리시버(180)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발하여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을 경고한 후 전형적으로 디스플레이(도시 않음)나 스피커(도시 않음)를 통한 가청의 메시
지로서 페이지 데이타를 공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상기 페이지 리시버(180)는 두 개의 장치 사이에 연결된 데이타 채널(186)을 통하여 수신확인 코<158>
드를 셀방식 트랜스미터(182)에 출력하므로써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한다. 만일 사용자가 작동 데이타를 
출력하므로써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한다면, 상기 작동 데이타는 데이타 채널(186)을 통하여 셀방식 트랜
스미터(182)에 전송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메모리 저장 장치(184)에 저장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페
이지 리시버(180)는 수신확인 처리와 관련된 정보, 즉 수신확인 코드를 수신하도록 적용되는 종래의 페이
지인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페이지 리시버(180)가 데이타 메시지에 함유된 정보를 적절히 인
식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상기 페이지 리시버(180)는 데이타 레코드(160)에서의 데이타 필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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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별하여야만 한다. 셀방식 장치(179)는 데이타 채널(186)위에서 수신확인 코드와 작동 데이타를 수신
하여 이러한 정보를 메모리 저장 장치(190)에 저장하는 셀방식 트랜스미터(182)를 포함한다. 수신확인 메
시지 전송을 위하여, 상기 셀방식 트랜스미터(182)는 메모리 저장 장치(190)로부터의 작동 데이타와 수신
확인 코드를 판독하고, 이러한 정보를 데이타 필드(170, 172)내에 위치시키어서 수신확인 메시지를 준비
한 후 수신확인 메시지를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MSC(24')와 적절히 
통신하기 위하여, 셀방식 트랜스미터(182)에 의한 수신확인 메시지 전송은 제어 채널에 대해 데이타 신호
(음성 신호가 아님)의 전송을 위하여 종래의 셀방식 표준과 프로토콜에 견줄 수 있다. 따라서, 트랜스미
터가 데이타 채널(186)을 통하여 수신확인 코드와 작동 데이타를 수용하도록 적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셀방식 트랜스미터(182)는 종래의 무선전화 유닛용 트랜스미터로서 작동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수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므로써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표준 무선전화에 의
해 실시되는 자동 등록 작동과 유사한 동작을 실행한다.

상기 셀방식 트랜스미터(182)는 컨트롤 채널(38)과 같은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의 데이타 채<159>
널상에 전송할 수 있는 능력만이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시스템(10)은  수신확인 메시지를 CMR 시스템
(8')을  통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셀방식 트랜스미터
(182)는 전형적으로 데이타 전송 간격동안에만 동력을 이끌어내므로써, 양호한 동력원인 배터리를 보호한
다. 장치(152)가 주로 다른 형태의 동력원에 정규의 억세스를 갖지 않는 이동 가입자에 의해 사용되기 때
문에, 동력 보호는 원거리 통신 장치(152)의 편리한 사용에 매우 중요하다. 셀방식 트랜스미터의 다른 동
력원으로서 데이타 버스트를 전송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캐패시터도 고려될 수 있다.

제어 채널(38)을 통해 MSC(24')로부터의 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셀방식 장치(152)는 셀방식 트<160>
랜스미터(182)에 연결된 셀방식 리시버(192)를 포함한다. 상기 셀방식 리시버(192)는 종래의 무선전화 유
닛을 위한 셀방식 리시버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셀방식 트랜스미터(182)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셀
방식 리시버(192)는 CMP 시스템(8')의 음성 무선 채널이 아니라 주로 데이타 무선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도록 작동된다.

셀방식 통신장치(34: 도 3 참조)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통신장치(152)도 제어 채널(38)이 비간섭 <161>
기초상에 사용가능하게 될 때까지 수신확인 메시지의 전송을 지연시키는 대기상태의 수신확인 메시지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원거리 통신 유닛(152)은 수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제어신호 행동 특성
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어 채널(38)상에 비지 아이들 비트를 모니터한다. 이것은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셀 내에서 작동하는 무선전화 유닛에 공급된 정규의 제어 신호에 따라 셀(12)내에 하나 이상의 원
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한 전송 충격을 최소화시킨다.

특히, 셀방식 리시버(192)는 일련의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제어 채널(38)의 FOCC에 의해 <162>
이송된 비지 아이들 비트를 모니터 한다. 비지 아이들 상태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원거리 통신 유닛
(152)은 시간 기간당 비지 아이들 비트의 최고 카운트의 경상 평균값(running average) 및 시간 기간당 
비지 아이들 비트의 최근의 "n" 카운트를 계산 및 저장한다. 경상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새롭게 얻
어진 시간 기간당 비지 아이들 비트(busy idle bits)의 카운트는, 직전의 간격에 대한 시간 기간당 비지 
아이들 비트의 카운트가 저장된 평균값보다 표준편차 만큼 낮은 어떤 값보다 크다면 저장된 평균값과 평
균화된다.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수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원거리 통신 유닛(152)은 비지 아
이들 비트의 저장된 최근의 "n" 카운트를 평균화하여 연산된 "n" 평균을 저장된 경상 평균값과 비교할 것
이다. 상기 연산된 "n" 평균값이 저장된 경상 평균값 이하로 떨어지면, 셀방식 트랜스미터(182)는 수신확
인 메시지를 제어 채널(38)의 RECC를 통하여 출력한다. 그러나, 만일 연산된 "n" 평균값이 저장된 경상 
평균값을 초과한다면, 셀방식 트랜스미터(182)는 전송을 지연할 것이다.

따라서, 수신확인 메시지 전송은 제어 채널(38)이 원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해 깨끗하게 사용<163>
될 수 있을 때만 양호하게 발생된다. 이러한 메시지 큐잉 기법(message cueing technique)은 만일 제어 
채널(38)이 바쁠(busy) 경우에 수신확인 메시지의 전송을 지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도 12 는 페이지 메시지에 응답하여 CMR 시스템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을 통하여 수신확인 <164>
메시지를 통신하는 방법을 위한 양호한 단계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10 및 도 12 에 있어서, 상기 방
법은 단계(262)에서의 시작블록(260)에서 시작되며, 페이지 메시지는 통신 네트워크(151)를 통하여 수신
된다. 이러한 페이지 메시지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시지는 단계(264)에서 준비된다. 특히 수신확인 코드는 
페이지 메시지에 의해 이미 공급된 페이지 데이타와 어드레스 데이타에 부가된다. 단계(265)에 있어서, 
데이타 메시지(및 페이지 메시지)에 관련된 수신확인 코드는 일련의 수신확인 작동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된다.  데이타  메시지는  단계(266)에서의  페이지  터미널(150')과  같은  페이지  터미널에  의해 

전송된다.

단계(268)에 있어서, 데이타 메시지는 데이타 메시지내에 함유된 특별한 어드레스를 갖는 선택된 <165>
원거리 통신 유닛(152)에 의해 수신된다. 이에 응답하여 수신확인 메시지가 단계(270)에서 준비된다. 상
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데이타 메시지로부터 취해지고 가입자에 의해 입력된 작동 데이타를 포함한다. 단
계(272)에 있어서, 수신확인 메시지는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MSC(24')에 전송된다.

상기 MSC(24')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단계(274)에서 수신하고, 이러한 수신확인 메시지의 적어도 <166>
일부에 기초하여 수신확인 메시지를 단계(276)에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전송한다. 단계(278)에 있
어서, 수신확인 메시지에서의 수신확인 코드가 특정 데이타 메시지와 관련된 이전의 저장된 수신확인 메
시지(단계 265 참조)인지 여부를 묻는 작동이 실행된다. 만일 대답이 긍정이면 "예"로 진행하여 페이지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수신확인이 페이징 상대방(paging  party)에 공급되는 단계(280)로 진행된다. 
이와는 달리, 응답이 부정이면 "아니오"로 진행하여 단계(282)로 진행된다. 단계(282)에서, 페이징 상대
방은 페이지 메시지에 응답하는 수신확인이 여태 수신되지 않았음을 알게된다.

상술의 실시예는 단지 예로서만 기재되었으며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첨부된 청구범위로부터<167>
의 이탈 없이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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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셀의 열(array)을 갖는 셀방식 이동 무선전화(CMR)에서 복수개의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된 데이타를 통신하기 위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얻기 위하여 상기 원거리 데이타 소스(30)중 대응하는 하나의 원거리 데이
타 소스를 모니터하고 상기 선택된 데이타에 포함된 데이타 메시지를 송신하도록 작동하는 복수개의 데이
타 보고 수단(data reporting means)(29)과,

상기 셀의 열의 커버가능한 영역내에서 작동되는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으로부터 셀
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이동 절환 센
터(MSC: 24)와,

상기 MSC(24)로부터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수집하는 수단(4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수단(40)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로 
저장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저장 장치(44)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
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수단(40)은 상기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를 제 2 통신 링크
(48)를 거쳐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에 전송하도록 작동되며, 상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은 상기 데이
타 메시지의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수단(40)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제 2 통신 링크(48)를 거
쳐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에 전송하도록 작동되며, 상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
의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수단(40)은 EIA/TIA Interim Standard 41(IS-41)와 호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수단(40)은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데이타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하는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중 하나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미리 결정된 식별 특성(identifying characteristic)과 상기 선택
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셀방식 이동전화가 그 자체를 상기 CMR 시스템에 처음 
식별할 때에 상기 셀방식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식별 신호에 대응하도록 포맷되며, 상기 식별 신호는 
이동 전화번호와 전자 시리얼 번호(ESN: electronic serial number)를 위한 데이타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식별  특성은  상기  이동  전화  번호의  적어도  일부와 
대응하며, 상기 선택된 데이타는 상기 ESN의 적어도 일부와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는 유틸리티 미터(utility meter), 
CATV(community antenna television) PPV(pay-per-view) 터미널, 벤딩 장치, 안전 경고 시스템의 군 중에
서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데이타는 상기 각각의 데이타 소스(30)에 대한 작동 파라미터 또
는 성능 파라미터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얻기 위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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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원거리 데이타 소스(30)에 연결되어 상기 대응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를 모니터하기 위한 모니터
(32)와, 상기 모니터(32)에 연결되고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한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작
동되는 셀 방식 통신장치(3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32)는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time period) 동안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기록하는 레코더(6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레코더(60)는 상기 각각의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의 시작에 관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기(time tag)를 상기 선택된 데이타에 가하도록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
시지 시스템.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busy idle bits)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고, 여기서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 각각은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와의  셀방식  통신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에 대한 통신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통신을 위한 레벨이 설정된 최소치 
이하일 때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로부터 명령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미리 결정된 작동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명령 신호는 어드레스 데이타를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미리 결정된 어드레스 데이타에 대해서만 상기 명령 신호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중 선택된 하나의 보고 수단은 상기 셀방식 네트워
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하나의 명령 신호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
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0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 중 선택된 하나의 보고 수단이 상기 셀방식 네트
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한 하나의 명령 신호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대응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를 모니
터하고 어떤 모니터 시간 기간에 대해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
스템.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선택된 데이타를 저장된 선택 데이타로 저장하
는 메모리 저장 장치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시간 간격의 종료에 따라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클럭(8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된 선택 
데이타를 구비하고 있는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4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시간 간격의 종료에 따라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클럭(8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간격은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마다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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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간격은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이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로부터 명령 신호들 중 또 다른 하나의 명령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하
여 어떤 시간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2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시간 간격의 종료에 따라 클럭 신호를 출
력하는 클럭(82)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기 위하여 상기 클럭 신호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busy idle bits)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고, 여기서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 각각은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와의  셀방식  통신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상의 통신의 레벨
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는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통신의 레벨
이 설정된 최소치 이하로 될 때까지 상기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3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저장된 선택 데이
타로 저장하기 위하여 메모리 저장 장치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3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EIA/TIA-553에 따른 확장된 프로토콜 메시지를 나타내도
록 포맷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3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보고 수단(29)은 사건(event)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메
시지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타 메시지 시스템.

청구항 35 

셀방식  이동전화  시스템(CMR  :  8')에서  페이지  및  상기  페이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수신확인
(acknowledgements)을 통신하기 위한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10')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 메시지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준비하고 통신 
경로(156)를 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는 통신 수단(149)과,

상기 통신 경로(156)를 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는 복수개의 원 거리 통신 장치(15
2)와,

상기 각각의 원거리 통신 장치(152)로부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수신확
인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이동 절환 센터(MSC : 24')를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데이타 메시지는 상기 원거리 통신 장치(152)중 하나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어드레스
를 함유하며, 상기 각각의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상기 CMR시스템(8')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
(38)을 통하여 상기 선택된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그 관
련의 어드레스를 함유한 데이타 메시지중 선택된 하나의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며, 상기 통신 수단(14
9)은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가 상기 데이타 메시지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36-21

1019960705067



위하여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하여 상기 MSC(24')로부터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
확인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가 상기 특정한 데이타 메시지에 대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상기 통신 수단(149)은, 상기 특정한 데이타 메시지에 대응하는 상기 페이지 메시지중 하나의 메시지를 
발하는 페이징 상대방에게 확인 메시지를 출력하며, 상기 확인 메시지는 원거리 통신 장치(152)에 의한 
상기 선택된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메시지는 상기 페이징 메시지중의 하나에 대응하며, 각각
의 데이타 메시지는 원거리 통신 장치(152)중 선택된 하나의 통신장치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어드레스와, 
상기 대응의 페이지 메시지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수신확인 코드와, 상기 대응의 페이지 메시지를 발하여 
상기 선택된 원거리 통신 장치(152)와 관련된 사용자에게 통신하고자 하는 페이징 상대방에 의해서 공급
된 페이징 데이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수신확인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공급되고 상기 페이징 상대방과
의 통신을 위해 의도된 작동 데이타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0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수신확인 코드와, 사용자에 의해 공급되고 상기 
페이징 상대방과의 통신을 위해 의도된 작동 데이타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
확인 시스템.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셀방식 이동전화가 그 자체를 상기 CMR 시스템
에 처음 식별할 때 셀방식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식별 신호에 대응하도록 포맷되며, 상기 식별 신호
는 이동 전화 번호와 전자 시리얼 번호(ESN)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코드는 상기 이동 전화 번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데이타는 상기 ESN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4 

제 41항에 있어서, 통신 수단(149)은 상기 수신확인 코드를 상기 각각의 데이타 메시지에 할당하
고, 저장된 수신확인 코드로 저장하기 위하여 상기 수신확인 코드를 메모리 저장부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수단(149)은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에 구비된 상기 수신확인 코드를 
상기 특정한 데이타 메시지와 관련된 상기 저장된 수신확인 코드와 비교하여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가 상
기 특정한 데이타 메시지에 대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busy idle bits)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고, 여기서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 각각은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와의 셀방식 통신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
며;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에 대한 통신의 
레벨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원거리 통신 장치(152)는 상기 통신을 위한 레벨이 설정된 최소
치 이하일 때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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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EIA/TIA-553에 따른 확장된 프로토콜 메시지를 나타
내도록 포맷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페이징 수신확인 시스템.

청구항 49 

셀방식 이동 무선전화(CMR) 시스템(8)에서 복수개의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통신 
데이타를 통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선택된 데이타를 얻기 위하여 상기 각각의 원거리 데이타 소스(30)의 작동을 모니터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함유한 데이타 메시지를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CMR 시스템(8)의 이동 절환 센터(MSC)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하여 상기 MSC(24)로부터 데이타 수집 시스템(4
0)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이 상기 MSC(24)로부터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
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로 저장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부터 상기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를 제 2 통
신 링크(48)를 통하여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의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작동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2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부터 데이타 메시지를 제 2 통신 링크(48)를 
통하여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은 상기 데이타 메시지의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하도록 작동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3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상기 선택된 데이타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셀방식 통신 장치(34)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미리 결정된 식별 특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상기 셀방식 이동전화가 그 자체를 상기 CMR 시스템에
서 처음 식별할 때 셀방식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식별 신호에 대응하도록 포맷되며, 상기 식별 신호
는 이동 전화 번호와 전자 시리얼 번호(ESN)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5 

제 54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결정된 식별 특성은 이동 전화 번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6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하는 단계는 상기 원거리 데이타 소스(30) 중 하나를 위해서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모니터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7 

제 56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하는 단계는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각각의 시작에 관련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시(time tag)를 상기 선택된 데이타에 부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8 

제 49항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
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각각의 비지 아이들 비트는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와의 셀방식 통신을 시작하였는지의 
여부를 표시함;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위한 통신의 레
벨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의 레벨이 설정된 최소치 이하로 될 때까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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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계를 지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59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로부터의 명령 신
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미리 결정된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0 

제 59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명령 신호는 어드레스 데이타를 포함하며, 상기 미리 결정된 동
작을 실행하는 단계는 미리 결정된 어드레스 데이타에 대해서만 상기 명령 신호에 응답하여 완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방법.

청구항 61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신호들 중 하나의 명령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타 메시
지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2 

제 59항에 있어서, 상기 MSC(24)로부터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명령 
신호들 중 하나의 명령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지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일정한 모니터 시간 기간 동안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얻기 위하여 상기 지시 신호에 응답하여 상
기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를 모니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3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저장된 선택 데이타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4 

제 6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는 시간 간격의 완료시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테이타 메시지중의 하나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5 

제 64항에 있어서, 상기 MSC(24)로부터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의 명령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클럭 신호의 시간 간격을 소정 시간으로 동기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6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는 시간 간격의 완료시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구비한 상기 데이타 메
시지중의 하나를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7 

제 66항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
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각각의 비지 아이들 비트는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특정한 시간 간격동안 상기 MSC(24)와의 셀방식 통
신을 시작하였는지의 여부를 표시함;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위한 통신의 레
벨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의 레벨이 설정된 최소치 이하로 될 때까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
하는 단계를 지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68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는,

미리 설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각각의 비지 아이들 비트는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특정한 시간 간격동안 상기 MSC(24)와의 셀방식 통신을 시작하였는지의 
여부를 표시함;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위한 통신의 레
벨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의 레벨이 설정된 최소치 이하로 될 때까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
하는 단계를 지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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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9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사건의 검출에 응답하여 상기 MSC(24)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70 

셀방식 이동 무선전화(CMR) 시스템(8')에서 페이지된 상대방(paged party)과 통신하기 위해 페이
징 상대방(paging party)에 의해 발생된 페이징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페이징 상대방으로부터 상기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페이징 메시지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징 메시지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통신 경로(156)를 통하여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수신확인 메시지를 준
비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를 상기 CMR 시스템(8')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이동 절환 센터(MSC)(24')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중의 하나가 상기 데이타 메시지중의 특정한 하나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1 

제 7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중의 하나가 상기 특정한 데이타 메시지에 대응한다고 
결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확인 메시지(confirmation message)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확인 메시지는 상기 특별한 데이타 메시지의 수신을 입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2 

제 70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데이타 메시지는 상기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선택된 
원거리 통신 유닛(152)을 독특하게 식별하는 어드레스와, 상기 대응의 페이지 메시지를 독특하게 식별하
는 수신확인 코드와, 페이지된 상대방과의 통신을 위해 대응 페이징 메시지를 발신하는 페이징 상대방에 
의해 공급되는 페이징 데이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3 

제 7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수신확인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4 

제 7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페이징 상대방과 통신하기 위해 상기 페이지된 
상대방에 의해 공급되는 작동 데이타(operation data)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5 

제 7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페이징 상대방과 통신하기 위해 상기 다른 상대
에  의해  공급된  작동  데이타와  수신확인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6 

제 7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는 상기 셀방식 이동전화가 그 자체를 상기 CMR 시스템
에 처음 식별할 때 셀방식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식별 신호에 대응하도록 포맷되며, 상기 식별 신호
는 이동 전화 번호와 전자 시리얼 번호(ESN)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7 

제 7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코드는 상기 이동 전화 번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8 

제 77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 데이타는 상기 변형된 ESN의 적어도 일부와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수신확인 메시지 통신 방법.

청구항 79 

제 7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기 단계는,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각각의 비지 아이들 비트는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
기 MSC(24')와의 셀방식 통신을 시작하였는지의 여부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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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위한 통신의 레
벨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에 대한 상기 레벨이 설정된 최소치 이하로 될때까지 상기 데이타 메
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를 지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80 

제 7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 전송 단계는 시간 간격 종료시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타 통신 방법.

청구항 81 

제 80항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시간 기간 동안 비지 아이들 비트의 흐름을 검출하기 위하여 상
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모니터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각각의 비지 아이들 비트는 셀방식 
소스가 상기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하여 상기 MSC(24')와의 셀방식 통신을 시작하였는지의 
여부를 표시함;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위한 통신의 레
벨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신을 위한 레벨이 설정된 최소치 이하로 될 때까지 그리고 상기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
기 데이타 메시지를 상기 MSC(24')에 전송하는 단계를 지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통신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셀방식 이동 무선전화 시스템(CMR : 8)의 셀방식 네트워크 제어 채널(38)을 통해 데이
타를 통신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원거리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데이타를 통신하기 위
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CMR 시스템(8)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위칭 센터(MSC : 24)에 있는 일련
의 기록 장치(29)와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MSC(24)에 연결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을 포함한다. 
각 기록 장치(29)는 선택된 데이타를 얻기 위해 모니터되고 그후 선택된 테이타를 구비한 데이타 메시지
를 전송한다. MSC(24)는 셀 열(array)의 도달 범위내에서 작동하는 기록 장치(29)로부터 셀방식 네트워크
를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며,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
0)으로 전송한다. 반응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를 저장하고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한
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를 이용하는 페이징 인식 시스템(10')이 또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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