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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전기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 <1>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와 연계하여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OTA (over-the-air)"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무선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하고 향상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 (GSM) 무선 전기 통신 표준이 디지털 무선 전화 시스템내에 이용하는 <2>
범용 디지털 전기 통신 프로토콜이다. GSM 에 대한 사항은 국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06921 Sophia Antipolis Cedex, 프랑스) 에 의해서 실용
화되었다. GSM 표준의 이용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무선 전화 시스템을 도 1 에 나타낸다. GSM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MSC) (16) 는 무선 시스템 액세스네트워크, 즉, 기지국 시스템 (BSS)(15) 과, 공중 육
상 이동 네트워크 (PLMN : public land mobile network) 가 될 수도 있는 무선 기반 공중 교환 전화망
(PSTN)(18) 사이의 전화 호출을 교환 또는 접속시킨다. GSM-MSC (16) 는 전화 교환, 광고, 가입자 단말기 
추적, 가입자 단말기 확인, 및 일부 핸드오프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BSS (15) 는 기지국 제어기 (BSC) 
(14) 및 그에 결합된 임의의 기지국 트랜시버 (BTS : base transceiver station) (12) 로 이루어진다. 
GSM 사항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GSM-MSC (16) 과 BSS (15)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GSM 으로서 "A-인
터페이스" 라 하며, A-인터페이스는 시분할 다중 접속(TDMA) 기반 라디오 장치로부터 GSM 네트워크 교환 
장치를 구분한다. BSC (14)는 핸드오프 처리 및 BTS (12) 내로의 신호 처리 자원 할당이 포함되어 다중 
가입자 단말기 (10) 는 전화 호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BTS (12) 는 라디오 주파수 (RF) 및 적절하
게 정의된 "OTA"  프로토콜을 통해 가입자 단말기 (10)  를 GSM  무선네트워크에 인터페이스 접속시킨다. 
BTS (12) 는 라디오 전송 장치 및 라디오 수신 장치를 구비하며, 안테나 장치까지 포함하여 구비할 수 있
으며 라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모든 신호 처리 특성을 갖는다. BTS 는 복합 라디오 모뎀 (complex radio 
modem) 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가입자 단말기 (10) 는 가입자 단말기 (10) 의 사용자 또는 팩시밀리 머
신 또는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일부 다른 단말 장치의 사용자중 어느 하나로,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GSM 네트워크를 액세스하기 위한 일반 라디오 기능 및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특정 가입자 단말기 (10) 
는 단말기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인터페이스 접속이 되지만 부여된 순간에 하나의 BTS 와만 통신할 수 
있다. 이 응용에서, 하나의 BTS (10)를, 하나의 라디오 인터페이스만이 임의의 순간에 존재하는 다른 BTS 
(10) 로 교환하는 능력은 가입자 단말기 하드 핸드오프 (subscriber unit hard handoff) (10) 라 한다.

무선 전화를 호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접속은 "이동 단말기" 라고 하는 가입자 단말기 (10) 와 <3>
PSTN (18) 사이에 설정되어야 한다. PSTN (18) 은 이동 형태로 전화 호출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접
속의 일부가 가입자 단말기 (10) 과 BTS (12) 의 라디오 주파수 (RF) 신호의 교환을 통해 형성된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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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네트워크접속의 나머지 부분은 BSS (15) 을 통해서 그리고 GSM-MSC (16) 를 통해서 통과하는 배
선 기판 접속을 통해 형성된다. GSM 무선 전기 통신으로 이루어진 프로토콜중 하나인 GSM "OTA" 프로토콜
에 따르면, TDMA 기술은 가입자 단말기 (10) 와 BTS (12) 를 인터페이스하는데 이용되는 상기 식별된 RF 
신호내에 하나의 셋트의 채널을 설정하는데 이용된다. 이들 채널은 임의의 부여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각
종 전화 호출과 연관된 각종 셋트의 데이터를 분리 및 구별하는데 이용된다. 각종 셋트의 데이터는 통상
적으로 숫자화된 음성 정보의 형태를 취하는 사용자 데이터 및 전화 호출의 처리를 결집하는데 이용되는 
신호 메시지로 이루어진 신호 데이터를 포함한다.

GSM 표준의 초기에서, GSM OTA 프로토콜 내에서의 TDMA 의 이용은 무선 전화 호출을 수행하기 위<4>
해, 부여된 라디오 주파수 대역폭이 이용될 수 있는 효과를 향상시켰다. 가변이 가능한 라디오 주파수 대
역폭이 이용되는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은 RF 대역폭의 크기의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대역
폭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특정 무선 휴대 전화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호출 번호에 관한 제한 팩
터이다. 그러나, GSM 무선 전기 통신 프로토콜의 초창기 이후에, 다른 무선 기술은 더욱 커진 전화 번호
가, 부여된 RF 대역에서 호출이 수행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라디오 주파수 대역폭의 효율적인 이용이 크
게 소망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들보다 더욱 효율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효율적인 무선 원격통신 기술중 현저하며 넓게 허용되고 있는 하나의 예는 코드 분할 다중 <5>
접속 (CDMA) 신호 처리 및 전기 통신 국제 연합 (미국 와싱톤 디시 20006 엔 더블유 2001 펜실베니아 에
버뉴 TIA) 에 의해서 실용화된 연합된 OTA IS-95 프로토콜이다. CDMA 변조 기술에 따르면, 각 사용자 트
래픽 (traffic) 채널은 별개의 고속 바이너리 시퀀스에 의해서 변조된 캐리어로 이루어지며, 그에 의해서 
파형의 스펙트럼을 분리한다. 사용자 트래픽 채널의 셋트는 동일한 광대역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을 분배
하고, 양 사용자 데이터 및 신호 메시지는 사용자 트래픽 채널로 전송된다. 게다가, 각 CDMA 기반 BTS 는 
가입자 단말기가 시스템에 요구하고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오버헤드 제어 신호 
채널을 전송한다. 또한, 이들 오버 헤드 제어 채널은 고속 바이너리 시퀀스를 가지고 변조되고 사용자 트
래픽 채널과 결합되어 하나의 광대역 RF 신호를 구성한다. 각 CDMA 기반 BTS 는 순방향 CDMA 채널인 결합
된 RF 신호를 전송하고 연합된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된 하나의 셋트의 CDMA 기반 가입자 단말기의 결합된 
RF 출력을 수신하고, 이들 결합된 셋트의 출력은 역방향 CDMA 채널이라 한다. 순방향 CDMA 채널은 순방향 
파일롯 채널, 순방향 동기화 채널, 하나 이상의 순방향 페이징 채널, 및 이산 채널 코드를 가지고 각각 
변조되고 PN 확산 시퀀스와 결합된 다수의 순방향 사용자 트래픽 채널의 합이다. 역방향 CDMA 채널은 고
유 채널 코드와 함께 각각 변조되고 특정 PN 확산 시퀀스와 함께 전송되는 다수의 역방향 사용자 트래픽 
채널과 하나 이상의 역방향 액세스 채널의 합이다.

또한, CDMA 기반 무선 통신 시스템은 가입자 단말기 이동에 대한 핸드오프의 향상된 방법을 제공<6>
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로서 공지된 핸드오프 처리는 하나 이상의 CDMA 기반 BTS 로 가입자 단말기의 
RF 신호를 이용하는 능력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다중 CDMA 기반 BTS (12) 와 동시에 다중 RF 인터페이스
하는 가입자 장치 (10) 의 이러한 "소프트 핸드오프" 능력은 가입자 장치 (10) 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로 이동함에 따라 전송경로 리던던시 (redundancy) 를 제공하여, 호출이 떨어지고 음성샘플이 분실될 가
능성을 감소시킨다. 추가적으로, IS-95 프로토콜은 CDMA 신호가 페이드 및 노이즈 간섭의 영향이 더 적기 
때문에 GSM 에 비하여 고품질 원거리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IS-95 프로토콜에 따라 통신하는 가입자 장
치는 또한 CDMA 시스템의 정상 동작에 광범위한 전력제어 알고리즘의 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GSM OTA 프
로토콜에 따라 통신하는 가입자 장치보다 작은 전력을 소비한다. 이러한 감소된 전력소비는 IS-95 를 따
르는 가입자 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수명이 GSM 을 따르는 가입자 장치보다 연장되게 한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GSM 셀룰러 전화시스템을 갖는 많은 영역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쩔 <7>
수 없이 CDMA 셀룰러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CDMA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증가하는 성능 개선이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 이용가능한 경우 완전히 새로운 CDMA 셀룰러 전화시스템을 제공하는 비용을 정당
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셀룰러 전화시스템이 형성될 영역과 대조적으로, 
CDMA  셀룰러  전화시스템이  실행하기에  더  저렴하고  GSM  셀룰러  전화시스템보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GSM 셀룰러 전화시스템 하부구조중 일부를 이용한 CDMA 셀룰러 전화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발명된다면, 작동하는 GSM 셀룰러 전화시스템을 갖는 영역에 CDMA 셀룰
러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감소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감소가 충분하다면, CDMA 셀룰러 전화시스
템에 의해 제공된 증가하는 성능 이익은 보다 많은 위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그러한 영역
에 위치한 셀룰러 전화서비스의 가입자가 CDMA 셀룰러 전화서비스의 이익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고, 따
라서 셀룰러 전화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 및 방법이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발명의 요약<8>

GSM A-인터페이스 기반 네트워크와 함께 CDMA OTA 를 이용하는 무선 원거리 통신 시스템을 작동<9>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기재된다. GSM-MSC 및 BSS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GSM 명세서에 정의된 GSM A-
인터페이스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CDMA 무선통신시스템이 GSM 명세서를 따르는 GSM-MSC 를 이용하여 실행
될 수 있다. 이것은 CDMA 무선 셀룰러 전화서비스가 존재하는 동작하는 GSM 네트워크 하부구조 중 일부를 
이용하여 제공되게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CDMA 기반 BSC 는 존재하는 GSM 표준에 상술된 
바와 같이 A-인터페이스를 통하여 GSM-MSC 에 통신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시스템 작동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의된 GSM A-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BSS 및 가입자 장치는 CDMA 기술에 따라 실제로 변조된 RF 신호의 사용을 통하여 인터
페이스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CDMA 변조기술은 이미 참조된 IS-95 무선 원거리통신 프로
토콜에 삽입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가입자 장치 및 GSM-MSC 를 인터페이스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적인 <10>
구성요소의 도면이 도 2 에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의 동작중에, CDMA RF 인터페이스 (40) 는 가입자 장치 
(50) 에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GSM A-인터페이스 SS7 전송 (42) 은 양방향 인터페이스에 GSM-
MSC (52) 를 제공한다. CDMA OTA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투명한 시그널링 전송 (44) 을 이용함으로써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정의된 시그널링 메시지가 GSM-MSC (52) 및 가입자 장치 (50) 사이에서 교환되
도록 한다. 프로세싱 및 서비스 변환 (46) 은 CDMA RF 인터페이스 (40) 및 GSM A-인터페이스 SS7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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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으로부터 어떤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여 검사하며 신호처리 자원 (48) 의 구성 및 제어를 포함하
여 응답으로 다양한 동작을 취한다. 이러한 구성 및 제어는 요구된 형태의 서비스에 따른 보코딩 및 디보
코딩의 배분 및 CDMA 기반 암호화 능력의 실행을 포함한다. 다른 동작은 가입자 장치 및 BSS 나 MSC 사이
의 시그널링 교환의 개시시에 CDMA 트래픽 채널 처리자원 및 선택자원의 배분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원은 
음성 및 데이터호출의 처리 및 가입자 장치 (50) 및 시스템 사이의 위치결정과 같은 시그널링 교환을 위
하여 배분된다. CDMA 트래픽 채널 자원이 IS-95 스타일 CDMA 변조 및 복조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무선전화호출 또는 통신의 적절한 처리와 연관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셋트의 호<11>
출처리절차가 제공된다. 이러한 절차는 호출 초기화, 호출 릴리스, 가입자 장치 위치결정, OTA 신호 암호
화, 가입자 장치 확인, 및 시그널링 메시지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이러한 절차와 연관된 처리단계는 본 
발명의 상세한 기재에 기재된다. 본 발명의 기재된 실시예 중에서 하나에 따르면, 호출 초기화 및 가입자 
장치 위치결정은 우선 가입자 장치 및 CDMA 기반 BSS 사이에 CDMA OTA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입자 장치 및 GSM-MSC  사이에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접속을 설정함으로써 수행된다.  본  발명은 또한 
CDMA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다. 가입자정보 및 위치비밀을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CDMA 암호화 기술은 GSM-
MSC (52) 에 의해 제어되는 GSM 암호화 절차를 통해 시작되고 종료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투명 시그널링 전송 (44) 은 GSM-MSC (52) 및 가입자 장치 (50) 사이에<12>
서 시그널링 정보를 투명하게 통과시킨다. 투명 전송은 어떠한 중간처리 구성요소도 투명하게 전송되는 
정보를 검사, 수정 또는 이용하지 않도록 GSM-MSC (52) 및 가입자 장치 (50) 사이에서의 시그널링 정보의 
교환으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투명 전송 메카니즘의 이용은 CDMA 기반 BTS 및 가입자 장치 사이에 교환되
는 응용층 정보의 중요 부분이 GSM TDMA 기반 BTS 및 이와 연관된 GSM 가입자 장치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
보와  동일하게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투명  시그널링  전송  (44)  은  DTAP  (Direct 
Transfer Application Part) 메시지에서 정의된 메시지를 GSM-MSC (52) 및 가입자 장치(50) 간에 통과시
킨다. DTAP 메시지는 GSM-MSC (52) 및 가입자 장치 (50) 가 GSM 기반 전화호출을 적절히 처리하는데 필요
한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한다.  DTAP  메시지  분류는  호출관리  및  가입자  장치  이동도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호출관리 및 가입자 장치 이동도관리 메시지가 GSM-MSC 및 가입자 장치 사이에서 투명하게 전
송되게 하는 것은 본 발명이 많은 존재하는 GSM 호출설정관련절차를 이용하게 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본 발명이 존재하는 GSM A-인터페이스 정의를 이용할 수 있고, GSM 무선통<13>
신시스템 작동자가 존재하는 작동하는 GSM 하부구조장치를 GSM A-인터페이스에 기초한 네트워크와 함께 
CDMA OTA 를 이용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의 범위를 잡는데 재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가입자장치는 순방향 CDMA 오버헤드 채널상으로 BTS로부터 수신하는 기록시스<14>
템 관련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나서 양방향 CDMA OTA 인터페이스 및 원거리통신 네트워크접속을 설정하
는데 이용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고 처리하여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가입자 장치는 CDMA 라디오자
원, GSM 호출관리 및 GSM 이동도관리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고 적절히 처리한다. GSM 호출관리 및 GSM 
이동도관리는  GSM  A-인터페이스의  DTAP  부를  구비한다.  CDMA  라디오자원은  핸드오프,  시스템  액세스 
시도, 및 양방향 RF 신호 트래픽채널 설정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
는다. GSM 호출관리절차는 호출설정, 보완 서비스시행, 및 가입자 장치 경보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것
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GSM 이동도 관리절차는 가입자 장치 확인, 위치 갱신, 및 국제 
이동국 일치접속 및 분리절차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15>

본 발명의 특징, 목적 및 효과는 동일한 참조번호가 내내 일치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 기재<16>
된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 분명해질 것이다.

도 1 은 GSM 표준에 따라 구성된 셀룰러 전화시스템의 블록도이다.<17>

도 2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가입자 장치 및 GSM-MSC 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18>
서비스변환구조 및 메시지처리의 기능적인 블록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셀룰러 전화시스템의 블록도이다.<19>

도 4 는 시그널링 시스템번호 7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다양한 GSM A-인터페이스 메시<20>
지 포맷을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5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기지국 서브시스템의 블록도이다.<21>

도 6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가입자 장치 종료호출 초기화중에 전달되는 시그널<22>
링 메시지를 도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가입자 장치 발신호출 시동중에 전달되는 시그널링 <23>
메시지를 도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8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가입자 장치 발신호출 릴리스중에 전달되는 시그널<24>
링 메시지를 도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9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네트워크 발신호출 릴리스 중에 전달되는 시그널링 <25>
메시지를 도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10a 및 도 10b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되는 가입자 장치 시동 중에 전달되는 시그<26>
널링 메시지를 도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BSC A-인터페이스의 블록도이다.<27>

도 12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가입자 장치의 블록도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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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동통신 글로벌시스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함께 코드분할 다중<29>
접속 (CDMA) 기반 OTA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무선 원거리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기재된다. 이하의 기재에서, 본 발명은 IS-95 CDMA OTA 프로토콜의 물리적 신호변조기술에 따라 동작하는 
라디오주파수 신호 인터페이스의 맥락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기 기재된 발명은 이러한 신호변조기술의 이
용에 특히 적합한 한편, 다른 CDMA 무선 원거리통신 프로토콜의 이용도 본 발명의 실시와 모순되지 않는
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GSM A-인터페이스의 이용을 병합하는 한편, 다른 A-인터페이스도 
또한 이동 전환센터 및 가입자 장치 사이에서의 투명 전송 메카니즘의 이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용될 수
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위성 기반 원거리통신시스템이나 점대점 (point to point) 무선 원거리통신 시
스템의 맥락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특히, 원거리통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와 인터페이스해야 하는 "굽은 
파이프" 송신 방법의 이용을 병합하는 위성 기반 무선 원거리통신시스템의 맥락에서 유용한데, 그 이유는 
많은 게이트웨이가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음성 이외의 정보
를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가 송신되는 동안의 통신뿐만 아니라 음성 기반 통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
의 통신에 사용되도록 의도된다.

그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이용 및 송신이 메시지, 요구, 주문, 지시 및 명령을 포<30>
함하여 기재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러한 메시지, 요구, 주문, 지시 및 명령의 전자적 표현에 의해 구성되
고, 전류, 전압, 전자기 에너지,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추가적
으로, 이하의 기재는 그러한 정보의 조작 및 발생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에의 참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그러한 시스템은 다양한 도전성 접속이나 전자기신호 또는 양자 모두를 통하여 서
로 결합된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반도체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그 적용을 통한 다른 경우에, 다양
한 공지된 시스템이 블록 형태로 기재된다. 이것은 본 발명의 개시를 불필요하게 퇴색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발명을 위하여, GSM A-인터페이스 정의는 GSM-MSC 및 임의로 접속된 BSC 사이의 제어 시그널<31>
링 및 사용자 데이터전송을 포함한다. 제어 시그널링은 물리적 시그널링 전송층 및 전송되는 전화호출 응
용정보로  구성된다.  GSM  표준에서,  A-인터페이스의  시그널링  전송층은,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시그널링 시스템번호 7 (SS7) 의 
시그널링 접속제어부 (SCCP) 및 메시지 전송부 (MTP) 로서 기재된다. 전화호출 응용데이터는 다양한 SCCP 
메시지의 데이터필드 내에서 GSM-MSC 및 BSC 사이에서 전송된다.

도 3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정상 동작 동안 구성된 무선 전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기<32>
지국 트랜시버 (BTS) (102(A)-(C)) 는 BSC 104(A) 에 결합되고 BTS (104(B)) 는 BSC (104(B)) 에 결합된
다. BSC  (104(A)  와 (B))  는 공중회선 교환 전화망 (PSTN)(108)  (또한 PLMN  일 수도 있다) 에 결합된 
GSM-MSC (106) 에 교호로 결합될 수 있다. 가입자 장치 (100(A)) 는 BTS (102(D)) 와 교환되는 라디오 주
파수 (RF)  신호의 사용을 통해 전화 호출 또는 다른 통신을 수행한다.  가입자 장치 (100(B))  는  BTS 
(102(B)) 와 BTS (102(C)) 와 교환하는 RF 신호의 사용을 통해 전화 호출 또는 다른 통신을 수행한다. 2
개이상의 BTS (102) 와의 RF 신호 인터페이스가 결합되면, 가입자 장치 (100(B)) 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장치 (100(B)) 는 소프트핸드오프" 라 칭해진다. BTS (102) 로부터 가입자 장치 (100) 로 전송된 RF 신호
는 순방향 링크 채널이라고 하고, 가입자 장치 (100) 로부터 BTS (102) 로 전송된 RF 신호는 역방향 링크 
채널이라고 한다. BSS (105) SMS BSC (104) 와 결합된 하나이상의 BTS (102) 셋트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채널의 물리 신호처리는 IS-95 프로토콜<33>
의 COMA 신호 처리 기술에 따라 수행된다. 이 물리 신호 처리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신호의 송신 및 
수신동안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확산 코드 및 채널 코드를 포함한다. 채널 코드는 다양한 셋트의 데이터
가 직접 시퀀스 변조에 의해 전송될 수 있는 한셋트의 채널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순방향 링크에 대하
여, 채널 코드는 월시 코드 (Walsh code) 라 칭해지는 64 직교 바이너리 코드 셋트로 이루어지고, 역방향 
링크에 대하여 채널 코드는 단일 가입자 장치 식별 코드의 함수로서 각각의 가입자 장치를 위해 산출된 
한셋트의 바이너리 롱 코드로 이루어진다. 확산 코드는 데이터가 성공적인 송신을 개선하도록 송신되는 
주파수 범위를 다양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다양화는 확산이라 하고 또한 확산 코드로 송신되는 데이터
의  직접  시퀀스  변조를  통해  수행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채널화는  2단계  시프트  키 
(BPSK) 변조를 통해 수행되고 확산은 IS-95 컴플리언트 (compiant)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4단계 시프
트 키 변조 (QPSK)를 통해 수행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순방향링크 채널은 각각이 소정의 순방향 링크 채널에 의하여 <34>
정의되는, 하나 이상의 파일럿 채널, 동기화 채널, 페이징 채널, 및 사용자 트래픽 채널을 포함한다. 역
방향링크 채널은 고유 역방향링크 장코드의 변조에 의하여 정의되는, 하나 이상의 엑세스 채널 및 다수의 
사용자 트래픽 채널을 포함한다. 순방향 및 역방향링크 시그널링의 전송 및 수신이 순조롭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신  및  송신시  순방향  및  역방향링크  시그널링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확산코드 
(spreading  code)가  동기화되어야  한다.  이  동기화는  호출  셋업시  이루어지며,  신호  획득이라고 
불려지며, 신호 획득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서는 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다. 순방향 또는 역방향링
크를 통하여 전송중의 데이터는 에러 정정비트 및 프레임 헤더비트를 또한 수용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나
뉘어 진다. 프레임 헤더비트는 프레임내에 수용된 데이터가 데이터 시그널링인지 또는 트래픽 데이터 시
그널링인지 또는 아니면 이들의 합성인지를 지시한다. 트래픽 데이터는 호출이 진행중일 때 사용자에 의
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이며, 일반적으로는 보이스 또는 오디오 정보로 디지털화되나 사용자 데이터의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완전한 시그널링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수신시스템에 의하
여  시그널링메시지로  어셈블된  시그널링데이터의  다중  프레임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시그널링메시지는 도 3에 나타낸 전화 호출의 셋업 및 처리시 필요한 여러 시스템들 사이에서 어떠
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일단 어셈블된 각 시그널링메시지는 시그널링메시지의 형태를 지시하는 
메시지 헤더비트를 수용하고 있다.

또한 도 3을 참조하면,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GSM-MSC (106)는 전화 스위칭, 빌링, 및 가입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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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추적 및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GSM-MSC (106) 및 BSC (104)는 GSM 표준의 일부인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통신한다. GSM-MSC (106)을 사용하여 전화 호출 접속을 셋업하기 위하여, 특정 셋트의 
정보를 수용하는 특정 순서로 시그널링 메시지의 특정 셋트가 생성되어야 한다. 즉, BSC (104)는 필요한 
네트워크접속과 GSM-MSC (106)으로부터 수신된 시그널링 메시지에 따라서 적당한 순서로 적당한 시그널링 
셋트를 GSM-MSC (106)로 발생 및 전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그널링메시지의 셋트와 관련된 순서, 정보, 
및 포맷은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의하여 정의된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순서, 정보, 및 포
맷은 CDMA 셀룰러 전화 시스템내에서 동작하는 비교되는 MSC에 접속된 어떤 인터페이스와도 실질적으로 
상이하다. 유사한 방식으로, IS-95  또는 다른 CDMA에 기초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동작하는 가입자 장치 
(100)는 전화 호출을 적절하게 셋업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소정의 순서와 소정의 포맷으로 소정의 메시지 
셋트를 BTS (102)와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DMA OTA 인터페이스는 GSM 무선 
전기 통신 시스템에 접속된 OTA 인터페이스와는 실질적으로 상이하다.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접속된  시그널링  메시지는  2개의  카테고리-즉,  직접전송적용부 <36>
(DTAP) 메시지 및 BSS 관리적용부(BSSMAP) 메시지로 분리된다. DTAP는 가입자 장치 (100) 및 MSC (106)의 
동작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BSS  (105)의 동작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SSMAP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BSS (105)의 동작에 연관되어 있으며, 자원의 할당을 시키거나 BSS (105)의 
적당한 동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BSSMAP 메시지는 BSS (105)의 전체 동작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단일 전화 호출의 동작에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GSM A-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시그널링 메시지
는 시그널링 시스템 번호 7 (SS7) 시그널링링크, 접속된 메시지 송신부 (MTP), 및 시그널링접속 제어부 
(SCCP)를 통하여 전송된다. MTP는 시리얼링크를 통하여 2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3개의 메시지 포맷
을 사용한다. 이 3개의 메시지 포맷은 메시지 시그널링부 (MSU), 링크상태 시그널링부 (LSSU), 및 필-인 
시그널링부 (FISU)로 불린다. 도 4에 각 필드에 접속된 비트의 개수를 그 아래에 표시하여, 각 메시지 포
맷에 접속된 필드가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논리 0 , 6개의 논리 1, 논리 0 의 순서 (01111110)로 
내장하고 있는 플래그 바이트 (FL)를 사용하여 분리된다. 플래그 시그널링에 의하여 정의된 
메시지내에는, 5개 이상의 연속하는 논리 1에 임의의 위치에 논리 0이 삽입된다.

각 메시지 포맷은 역방향 시퀀스 개수 (BSN),  역방향 표시 비트 (BIB),  순방향 시퀀스 개수 <37>
(FSN), 순방향 표시 비트 (FIB), 및 뒤에 2개의 버퍼 비트를 수반하는 길이 표시자 (LI)를 내장하고 있는 
헤더 섹션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메시지 포팻은 종단 플래그 바이트의 바로 앞에 삽입된 한 셋트의 체
크 비트 (CK)를 포함한다. FISU에는 아무런 데이터 필드가 포함되지 않는다. LSSU에는 배열상태 및 서비
스밖을 표시하는 6개의 상이한 상태중 하나를 표시하는, 1  또는 2바이트의 상태필드 (SF)가 포함된다. 
MSU에는 시그널링 바이트 서비스 정보 옥텟 (SIO) 및 2 바이트 이상의 시그널링 정보 필드 (SIF)가 포함
된다. 각 메시지 포맷이 상이한 정보량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의 형태가 길이 표시자 필드 (L
I)에 의하여 결정된다. GSM A-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전송된 시그널링메시지는 MSU를 통하여 GSM A-인터페
이스 시그널링메시지에 접속된 데이터가 SIF에 위치하여 전송된다. 더 자세하게는, GSM A-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전송된 메시지는 나타낸 바와 같이, 루팅 레이블 (RL), SCCP 메시지 타입 코드, SCCP 헤더, 및 
SCCP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SCCP 메시지에 위치한다. 전형적으로, SCCP 메시지 타입 코드는 SCCP 헤더
의 서브필드로 간주된다. 이 SCCP 메시지는 선택 변수 플래그 (EOP)를 끝으로 종단된다. SCCP 메시지의 
내부로 전송된 BSSMAP 메시지는 단일 전화 호출에 관련된 형태이며, 메시지가 접속된 전화 호출은 SCCP 
헤더 (도시되지 않음)내의 접속 표시자 필드에 표시된다. BSSMAP 또는 STAP 메시지는 SCCP 데이터 필드의 
개시점에 위치한 판별 비트 (DIS)에 의하여 표시된 메시지형태를 가지는 SCCP 데이터 변수내에 수용된다. 
BSSMAP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는 경우, 길이 (LEN)필드내에 길이가 표시되어 진다. 길이의 다음에 BSSMAP 
메시지와 나머지 메시지가 표시된다. DTAP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는 경우, 길이 (LEN)필드내에 길이가 표
시되고, 프로토콜 판별 필드내에 DTAP 메시지의 서브 카테고리가 표시된다. 메시지형 뿐만 아니라, 특별
한 DTAP 메시지에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는 메시지 데이터 필드내에 위치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따른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접속된 <38>
CDMA OTA 전기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된 BSS (105)의 블록도이다. BTS (10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T1 또는 E1 접속인 유선링크를 통하여 BSC (104)에 결합되나, 마이크로 웨이브의 사용을 포
함하여 다른 접속으로 대체될 수 있다. BSC (104)내에서, CDMA 상호접속 서브시스템 (200)이 도시되어 있
는 BTS (102)의 셋트에 결합된다. 또한, CDMA 상호접속 서브시스템 (200)은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 
선택 서브시스템 (204), 및 BSC A-인터페이스 (206)에 결합된다. 이 CDMA 상호접속 서브시스템 (200)은 
접속된 결합체들 사이에서 메시지 및 트래픽 라우터의 역할을 하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비동기 고정 길이 패킷 전송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은 선택 서
브시스템 (204)에 결합되며, 스위치 (212)로 트래픽 데이터를 교환한다. 스위치 (212)는 트래픽 데이터 
및 시그널링으로 구성되는 도 2의 GSM-MSC  (106)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또한,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를 사용하여 제어 데이터를 교환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
콜에서 특정된 ITU 시그널링 시스템 번호 7 (SS7)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 시그널링데이터가 전송되며, 
이는 본 기술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BSC (104)내에 도시된 각각의 접속은 고속 이더넷 (Ethernet) 
과 같은 고속 디지털 접속이며, 이 역시 본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
면, 스위치 (212)가 더 간단한 횡단접속 장치로 대체되어, BSC A-인터페이스 (206)가 직접적으로 GSM-MSC 
(106)에 결합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위치 (212)를 사용함으로써, 다중 MSC 시스템에 결합되어 
각각이 본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IS-41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만약 BSC (104)가 다중 MSC 시스템에 결합되면, BSC A-인터페
이스 (206)와 유사한 추가적인 BSC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사용되며, 모두
가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르면, BSS (105)을 구성하는 시스템은 고정길이의 패킷이 CDMA <39>
상호접속 서브시스템 (200) 또는 해당된 2개의 시스템간의 직접 루팅을 통하여, 여러 다른 시스템들 가운
데 교환되는 내부 BSS 포로토콜을 사용하여, 트래픽 및 시그널링 데이터를 통신 및 교환한다. CDMA 상호
접속 서브시스템 (200)은 각 고정 길이 데이터 패킷에 수용된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이 루팅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패킷을 제 2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 1 시스템은 제 2 시스템의 어드레스를 데이터 
패킷에 위치시키며, 다음으로, 이 데이터 패킷을 CDMA 상호접속 서브시스템 (200)으로 제공한다. 선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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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시스템 (204), 데이터 프로세싱, 및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과 같은, 인접하는 몇몇 시스템의 경우에
는, 데이터 패킷이 직접 통과한다. 특정한 고정 길이 패킷이 트래픽 데이터를 수용하고 있는지 또는 시그
널링데이터를 수용하고 있는지는 각 패킷에 수용된 패킷 헤더 비트에 의하여 표시된다. 트래픽 데이터를 
수용하고 있는 데이터 패킷을 트래픽 패킷이라 하고, 시그널링데이터를 수용하고 있는 데이터 패킷을 시
그널링패킷이라 한다. 또한, 제어 정보는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와 스위치 (212)간에 나타난 것과 같
은 할당된 접속을 이용하여 BSS (105)내에서 몇몇 시스템간에 교환된다. 도 5에 나타낸 CDMA 상호접속 서
브시스템 (200)이외의 BSS (105)내에서 여러 시스템을 네트워킹하는 다른 방법들은 본 발명의 동작과 일
치한다.

시그널링메시지는 BSS를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들의 동작을 제어하고, 가입자 장치 (100) 및 GSM-<40>
MSC (106)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완료명령을 구성한다. 이 완료시그널링 메시지는 수신시스
템에 의하여 어셈블되어 전송되는 시그널링메시지를 발생시키는 하나이상의 시그널링 패킷을 통하여 전송
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형태에 따르면, 시그널링메시지의 서브 카테고리는 BSS (105)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고 BSS (105)를 통하여 전송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적용상의 목적상, 시그널링메시지는 전
송 메시지로 간주되며, 이 전송 메시지의 이용성은 BSS (105)내에서 투명 전송기능을 형성한다. 일반적으
로 이 투명 전송 기능은 BSS (105)에 의하여 DTAP 메시지로 정의된, GSM-MSC (106)간의 시그널링 메시지
의 특정 카테고리를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BSS (105)의 동작시,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 및 BSC A-인터
페이스 (206)는 다른 시그널링 메시지를 사용하여 BSS (105)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을 형성하고 제
어하며, 일반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 및 BSC A-인터페이스 (206)에 의하여 실
행되는 어떤 형태 또는 다른 제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과되는 이
러한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하여 수행되며, 직접적인 시스템간의 상호접속과 같은 다른 메시지 통과 메커
니즘을 사용한 것도 본 발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 및 BSC A-인터페이스 (206)는 소프트웨어 명령 (도시되지 않음)에 의하여 제어되는 컴퓨터 시스템
의 사용을 통하여 구현된다.

BSC  A-인터페이스 (206)에 의하여 수행되는 구성과 제어의 한가지 형태로는, 선택 서브시스템 <41>
(204)내에서의 선택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다. 선택 자원은 가입자 장치 (100) 및 하나이상의 BTS (102)에 
의하여 BSC (104)내의 어떤 시스템 간의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양방향 인터페이스와 접속된 
기능으로는 2이상의 BTS에 의하여 발생된 데이터 프레임의 다중 복사본을 매칭하는 것과 처리가 진행된 
복사본 셋트로부터의 양질의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선택은 각 BTS (102)에 의
한 각 프레임에 위치한 품질 표시 정보에 기초한다. 가입자 장치 (100)이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서 다중 
BTS (102)로 다중 RF 인터페이스에 결합되어 있을 때 프레임의 다중 복사본이 생성된다. 또한, 선택 자원
은 가입자 장치 (100)로 향하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며, 이 데이터 패킷을 그 가입자 장치 (100)와 함께 
RF 인터페이스에 결합된 각 BTS (102)로 전송한다. 각 선택 자원은 그 자신의 내부 어드레스를 가져서, 
처리되고 있는 호출에 관계되는 패킷이 선택 서브시스템 (204)내에서 그 선택 자원으로 루팅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선택 자원은 할당된 가입자 장치 (100)가 인터페이싱하고 있는 BTS (102) 셋트를 추적한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선택 자원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하여 구성되거나, 메모리 장
치내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명령도 또한 선택 서브시스템 (204) (도시되지 않음)내에 위치한다.

또한, BSC A-인터페이스는 데이터 프로세싱 및 전화 호출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기초하<42>
여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 서브시스템 (204)으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을 형성
한다. 제공된 신호처리 서비스의 형태로는, 전화 호출에 연관된 음성 트래픽 데이터의 보코딩 및 디보코
딩, 표준 PSTN 접속을 통한 팩스 및 다른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는 톤 (tone) 및 다른 신호의 변
조  및  복조,  및  사용자  및  시그널링  데이터의  암호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신호처리는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내에 위치한 디지털 신호처리 집적회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명령을 사용하여 제어되며, 이러한 사용 (도시되
지 않음)은 본 기술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BSC A-인터페이스 (206)에 의하여 수행되는 다른 기능으
로는, A-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전송된 GSM-MSC (106)으로부터의 DTAP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메
시지를 전송 메시지에 위치시키고 전송 메시지를 전화 호출에 연관된 선택기 자원으로 전송함으로써, 이 
시그널링 메시지를 적당한 가입자 장치 (100)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 전송 메시지를 수신할 때, 선택기 
자원은 전송 메시지를 CDMA 순방향 사용자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가입자 장치 (100)로 전송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프레임에 수용된 데이터의 형태를 표시하는 프레임 헤더 비트를 수용하<43>
고 있는 다중 프레임을 통하여, BTS (102)와 가입자 장치 (100)간에 데이터가 교환된다. 본 발명의 바람
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시그널링 및 트래픽 데이터는 IS-95 표준에 따른 단일 프레임으로 전송될 수도 
있다. 각 프레임의 목적지와 소오스가 데이터를 변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 코드에 의하여 표시되므로, 
OTA 전송시에는 프레임내에 아무런 어드레스가 수용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
서, 역방향링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각 프레임은 BTS (102)내에서 특정 채널 프로세싱 소자 (도시되지 않
음)에 의하여 수신된다. 각 채널 프로세싱 소자는 차례로 호출을 프로세싱하는 선택자 자원의 내부 어드
레스를 알고 있으며, 순방향링크로부터 프레임을 발췌한 후에, 채널 프로세싱 소자가 선택자 자원으로 프
레임을 전송한다. 그후, 선택자 자원은 시그널링 데이터를 수용하고 있는 프레임으로부터 시그널링 메시
지를 어셈블하고, 시그널링 메시지에 수요된 시그널링 메시지 헤더 비트에 기초하여 시그널링 메시지의 
형을 결정한다. 전송 시그널링 메시지는 이상 설명한 BSS 전송 메시지를 사용하여 선택 자원에 의하여 
BSC A-인터페이스 (206)로 투명하게 루팅된다. BSC A-인터페이스는 나아가서 전화 호출에 관계된 접속 식
별자를 전송 시그널링 메시지를 전송하는 선택 자원에 기초한 SCCP 헤더 필드로 위치시키며, A-인터페이
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전송 시그널링 메시지를 GSM-MSC로 투명하게 전송한다. 만약, 이 메시지가 비투명 
또는 국부 시그널링 메시지인 경우에는, 선택자 자원 및 BSC A-인터페이스 (206)가 내부적으로 이 메시지
를 처리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르면, 전화 호출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 5에 나타낸 <44>
다양한 시스템들간에 시그널링 메시지를 순서대로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절차가 수행된다.

이 다양한 절차로는 호출 초기화, 호출 릴리스, 가입자 장치 등록을 포함한다. 도 6 내지 10은 <45>
본 발명에 따른 호출 초기화, 호출 릴리스, 가입자 장치 등록의 처리시의 교환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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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메시지 시퀀스도이다. 도 6 내지 10에 나타낸 수직선은 각각 각 라인의 위쪽 박스에서 식별된 시
스템에 관련된다. 시스템은 가입자 장치 (100), BTS (102), 선택자 서브시스템 (204), BSC A-인터페이스 
(206), 및 GSM-MSC (106)이다. 2개의 수직선의 사이를 수평화살표는 관계 시스템간의 시그널링 메시지의 
교환을 나타낸다. 정상에서 하단으로 시간이 경과되며, 더 위에 있는 수평선이 페이지의 아래에 위치한 
수평선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각 페이지의 바닥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 장치 (100)와 BTS (102)
의 사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는 양방향 OT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전송되며, GSM-MSC (106)과 BSC A-인터
페이스간에 교환되는 메시지는 GSM A-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전송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GSM-MSC (106)과 BSC A-인터페이스간에 교환되는 GSM 시그널링 메시지는 <46>
SS7  표준에  따라서  메시지  시그널링  장치  (MSU)내에  수용되어  있는  SCCP  시그널링  메시지내에서 
전송된다. SCCP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할때, BSC A-인터페이스 (206)는 먼저, SCCP 메시지형 코드 필드
를 검사함으로써 메시지가 특정 통신에 관계되는지 또는 전체 BSS의 동작에 관한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
약, 이 메시지가 특정한 통신 또는 전화 호출에 연관된 것인 경우, BSC A-인터페이스 (206)는 SCCP 헤더
에 수용된 접속 인식자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다음으로, BSC A-인터페이스 (206)는 이 메시지가 DTAP 메
시지인지 또는 BSMAP 메시지인지를 GSM A-인터페이스 시그널링 메시지의 판별 필드를 검사함으로써 결정
한다. 만약 이 GSM 시그널링 메시지가 DTAP 메시지인 경우, BSC A-인터페이스는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전송 메시지를 통하여, 시그널링 메시지를 투명하게 전송한다. 만약 이 메시지가 BSSMAP 메시지인 경우, 
BSC A-인터페이스가 BSSMAP 메시지형 필드를 검사함으로써 특정 BSSMAP 메시지를 결정한다. 이 BSSMAP 메
시지형에 기초하여, BSC A-인터페이스가 아래에 설명될 다양한 단계를 수행한다.

아래에서 설명의 목적상, 선택 서브시스템 (204)과 가입자 장치 (100)간에 교환되는 시그널링 메<47>
시지가 2개의 시스템간의 단일 수평선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이상의 BTS (102)를 통
하여 시그널링 메시지가 통과된다. 시그널링 메시지가 아무런 제어 프로세싱 또는 BTS (102)에 의한 자원
할당을 갖지않을 때, 도시의 편의를 위하여 단일선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BSC A-인터페이스와 GSM-
MSC (106)간에 교환되는 시그널링 메시지가 스위치 (212)를 통하여 통과하나, 스위치 (212)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특정한 아무런 프로세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선이 사용된다. 메시지를 가입자 장치로 또는 
장치로부터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CDMA OTA 채널은 순방향링크 페이징 채널을 나타내는 P, 역방향링크 페
이징 채널을 나타내는 A, 및 전송방향에 따라 순방향링크 사용자 트래픽 채널 또는 역방향링크 사용자 트
래픽 채널을 나타내는 T로, 관계되는 메시지의 옆에 괄호안에 나타난다. 또한, 도 6,7 및 10에서 '트래픽 
채널 셋업'은 가입자 장치 (100) 및 BTS (102)간의 순방향 및 역방향링크 사용자 트래픽 채널 인터페이스
를 확립하는데 관계되는 프로세스이다. '네트워크 셋업'은 호출에 관여하는 다른 전기 통신 시스템과 전
기 통신 네트워크접속을 확립하는 프로세스이며, 왼쪽 멀리에 표시되어 있다. 전송 메시지를 사용하여 투
명하게  루팅된  시그널링  메시지는  명명을  'xport'로  하며  괄호안에는  접속된  시그널링  메시지를 
표기하며, 명세서에서는 전송 메시지로 불린다.

도 8 및 9에서, 도면의 좌측의 멀리 표시된 '네트워크 릴리스 초기화'은 전화 호출에 관계된 네<48>
트워크 자원의 철거 및 릴리스 초기화의 프로세스이다. 또한, 도 8 및 9에서, '트래픽 채널 인터페이스 
철거'는 가입자 장치 (100)와 BSS (105)(도 3)의 사이에 양방향 무선 주파수 신호 인터페이스에 연계된 
자원을 릴리스하는 프로세스이다. 도 6 내지 10에 나타낸 메시지 시퀀스도는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가 아
닌, 본 발명에 특별히 관계하는 것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게될 몇몇 시
그널링 메시지도 도시의 편의상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BSS (105)내에서 전송되는 각각의 도시된 시그널
링 메시지는 상기 설명한 프로토콜에 기초한 내부 패킷에 따라서 교환되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
의 도 5의 CDMA 상호접속 서브시스템 (200)을 통하여 통과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따른 가입자 장치 종단 호출 초기화 순차의 메시지 시퀀<49>
스도이다. 가입자 장치 종단 호출 초기화 순차는 PSTN (108)의 가입자 장치, 다른 무선 전기 통신 시스템
과 인터페이싱하는 무선 가입자 장치 (100), 또는 데이터 터미널과 같은, 도 4에 나타낸 무선 전기 통신 
시스템과 인터페이싱하는 가입자 장치 (100)이외의 전기 통신 실체에 의한 전화 호출 또는 통신의 초기화
으로부터 개시한 결과이다.  GSM-MSC  (106)이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페이징 메시지 (300)를 
BSC A-인터페이스 (206)로 전송할 때, 가입자 장치 종단 호출 초기화가 개시된다.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에 따라서, 페이지 메시지 (300)가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자, OTA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채널의 형태, 최
근에 가입자 장치에 접속한 셀의 셋트를 표시하는 셀 명칭배열, 및 필요한 경우, 임시 이동 가입자에 의
하여 식별된 페이지된 가입자를 표시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는 먼저, 수신된 페이지 메시지 (300)
이 BSSMAP 메시지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한다.

페이지 메시지 (300)가 BSSMAP 메시지임을 확인한 후, BSSMAP 메시지 타입 필드를 검사함으로써, <50>
페이지  메시지  (300)가  페이지  메시지임을  BSC  A-인터페이스  (206)가  결정하게  된다.  페이지  메시지 
(300)가 페이지 메시지임을 결정할 때, BSC A-인터페이스 (206)는 진행하여, BTS (102) 및 페이지 메시지
가 향하는 가입자 장치 (100) 사이의 양방향 CDMA 변조 RF 채널을 확립하기 위한 시그널링 메시지의 셋트
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이 시그널링 메시지의 셋트는 셀 명칭배열을 포
함하는 BSS 페이지 요구 (302)를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로 전송함으로써 개시된다. 호출 제어 프로세
서 (202)는 BTS 페이지 요구 (303)를 셀 명칭배열에 의하여 표시된 BTS (102)의 셋트로 전송함으로써 응
답한다. 각 BTS (102)는 페이지 메시지 (304)를 순방향링크 페이징 채널을 통하여 관련 셀로 방송함으로
써 응답한다. 만약 페이지가 가입자 장치에 의하여 수신되는 경우, 채널 요구 메시지 (306)를 역방향링크 
엑세스 채널을 통하여 BTS (102)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이 채널 요구 메시지 (306)는 만약 페이지 메시지 (304)에 서비스의 타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51>
어 있는 경우에는, 호출에 요구된 서비스의 타입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BTS (102)는 BSS 채널 요구 (310)를 BSC A-인터페이스 (206)로 전송하고, BTS 확인 메시지 (30<52>
8)를 페이징 채널을 통하여 가입자 장치 (100)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BTS 확인 메시지 (308)의 전송은 선택적인 것이다. BTS A-인터페이스 (206)는 BSS 호출 셋업 요구 (312)
를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로 전송하여 BSS 채널 요구 (310)에 응답함으로써, 계속하여 양방향 사용자 
트래픽 채널 인터페이스를 확립한다.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는 선택기 및 호출의 서비스 자원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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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할당한 결과를 BSS 호출 셋업 응답 (314)의 BTS A-인터페이스 (206)에 표시한다. BSS 호출 셋업 
응답 (314)을 수신할 때, BTS A-인터페이스 (206)는 선택 서브시스템 (204)으로 선택기 호출 셋업 요구 
(316)를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은 호출을 처리하는데 할당된 선택기 자원을 초기화하며, 이를 
BTS A-인터페이스 (206)로 선택기 호출 셋업 응답 (318)과 함께 표시한다. 선택기 호출 셋업 응답 (318)
을 수신할 때, BTS A-인터페이스 (206)는 무선링크 셋업 요구 (319)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으로 전송한
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은 채널 자원 응답 (320)을 BTS (102)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채널 자원 요구 (320) 를 받는 즉시, BTS (102) 는 채널 프로세싱 자원을 할당하여 전화 호출과 <53>
관련한 순방향 링크 및 역방향 링크 사용자 트래픽 채널을 변조 및 복조시키고, 채널 자원 응답 메시지 
(322) 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전송한다. 접속 응답 (326) 을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전송함으로
써 응답하는 BTS (102) 에 접속 요구 (324) 를 전송함으로써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이 응답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는 이 때 널 트래픽 데이터 328, 시작 트래픽 데이터 메시지 (330), 및 널 트래픽 데이
터 332 를 BTS (102) 에 전송한다. BTS(102) 는 널 트래픽 데이터 (336) 를 순방향 링크 사용자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전송하여, 시작 트래픽 데이터 메시지 (330) 및 널 트래픽 데이터 
(332) 에 응답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또한 라디오 링크 자원 표시 (334) 를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전송한다.

라디오 링크 자원 표시 (334) 를 받는 즉시, BSC A-인터페이스 (206) 가 BTS 채널 할당 메시지 <54>
(338) 를, 채널 할당 메시지 (340) 를 순방향 링크 페이징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전송함
으로써 응답하는 BTS (102) 로 전송한다. 가입자 장치 (100) 은 채널 할당 메시지 (340) 내에 포함된 할
당 채널 정보를 이용하고,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 프리엠블 (342) 을 역방향 링크 사용자 트래픽 채널 
상에 전송하여, BTS (102) 가 가입자 장치 (100) 로부터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얻는다. 일단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이 얻으면, BTS (102) 는 시작 역방향 링크 메시지 (344) 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
로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역방향 링크 긍정응답 (346) 을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
하여 가입자 장치 (100) 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부가적으로,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라디오 링
크 셋업 응답 메시지 (348) 를 BSC A-인터페이스 (206) 으로 전송한다. 역방향 링크 긍정응답 (346) 을 
받는 즉시, 양방향 RF 인터페이스가 형성된다.

BTS (102) 와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 인터페이스가 형성되면, 가입자 장치 (100) 은 <55>
원격 통신네트워크 접속 형성 과정을 페이지 응답 (350) 을 선택 서브시스템 (204) 로 전송함으로써 초기
화시킨다. 페이지 응답 (350) 은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이 BSS 페이지 응답 (352) 을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전송하게 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가 BSS 페이지 응답 (352) 을 수신하여, 가입자 장치 
(100) 이 네트워크 접속을 형성할 준비가 되도록 표시하고, 가입자 장치 (100) 의 클래스마크 정보를 저
장하여, 완전한 계층 3 정보 메시지 (354) 를 포함하는 SCCP 접속 요구를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서 GSM-MSC 로 발신함으로써 SCCP 접속을 초기화한다. 완전한 계층 3 정보 메시지 (354) 는 BSS 페이지 
응답 메시지 (352) 의 내용을 포함하고,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일부이므로, 그 기술 내에 잘 알려
져 있다. GSM-MSC (106) 은 암호 모드 명령 (cipher mode command) (358) 을 BSC A-인터페이스 (206) 으
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암호 모드 명령 (358) 은 암호 키, 가입자 장치 (100) 의 용량에 기초하여 사
용되는 가능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리스트 및 국제 이동 장치 동일성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을 요구할 수도 있는 암호 응답 모드를 구비한 암호화 정보를 포함한다.

암호 모드 명령 358 이 BSSMAP 메시지라는 것을 결정하는 즉시, BSC A-인터페이스 (206) 가 가능 <56>
암호화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하고, BSS 암호 모드 명령 (360) 을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하
는 것을 암호 모드 명령이 더 결정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암호 모드 명령 (362) 을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전송함으로써 무선 암호화 과정을 초기화한다. 암호 모드 
명령 (362) 후에, 가입자 장치 (100) 이 암호 모드 완전 메시지 (364) 를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
유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로 전송한다. 암호 모드 완전 메시지 (364) 를 받는 즉시, 선택 서브시스
템 (204) 은 IS-95 표준에 따라서 사적 역방향 링크 채널 코드 또는 장거리 코드로 전환함으로써 전화 호
출에 관한 모든 부가적 시그널링 및 호출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화-해독 (encryption-decryption) 을 수행
한다. 다른 방법의 암호 쓰기 및 암호화도 본 발명의 작동과 일치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선택 서브시
스템 (204) 은 BSS 암호 모드 완전 메시지 (366) 을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한다. BSC A-인터페
이스 (206) 는 선택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표시하는 암호 모드 완전 명령 (368) 및 내부 이동 장치 식별자 
(internal  mobile  equipment  identifier)  를 전송함으로써, 요구된다면,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GSM-MSC (106) 에 전송된다.

다음에는, GSM-MSC (106) 가 셋업 메시지 (370) 을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된다. 셋업 <57>
메시지 (370) 는 서비스 타입, 전송율, 전송될 데이터 타입 및 음성 인코딩 타입을 구비하여 형성된 전화 
호출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셋업 메시지 (370) 의 이용은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일부이므로, 그 기술에서 잘 알려져 있다. DTAP 메시지가 셋업 메시지 (370) 를 결정하는 즉시, BSC A-인
터페이스 (206) 가 투명하게 메시지 내용을 전송 메시지 (372) 를 경유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셋업 메시지 (370) 가 사실은 셋업 메시지
인 것을 알지 못하고, 판별기 비트의 범위를 넘어서 볼 수 없는 즉시 단지 그것이 DTAP 타입 메시지인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BSC A-인터페이스 (206) 가 요구되는 프로세싱을 단순화하고, 투명 전송을 위해 
허용한다. 전송 메시지가 전송 메시지 (372) 를 결정하는 즉시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전송 메시지 
(374) 를 경유하고,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메시지 내용을 전송한다. 전송 메시지 (374) 를 
수신한 후, 가입자 장치 (100) 가 DTAP 셋업 메시지인 메시지 내용을 가입자 장치 (100) 의 GSM 메시지 
프로세싱부로 전한다. 가입자 장치 (100) 의 일부분은 호출 확인을 전송 메시지 (376) 내의 선택 서브시
스템 (204) 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호출 확인은 셋업 메시지 (370) 내에서 설명된 서비스 타입을 
확인하거나, 다른 타입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투명하게 전송 메시지 (376) 의 
내용을 호출 확인을 포함한 전송 메시지 (378) 를 통해 BSC A-인터페이스에 전송한다. 투명 전송 프로세
스를 계속하여,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메시지 내용을 DTAP  호출  확인 메시지 (380)  을  GSM-MSC 
(106) 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전한다.

호출 확인 메시지 (380) 를 받는 즉시, GSM-MSC (106) 는 할당 요구 (382)를 BSC A-인터페이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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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에 전송한다. 할당 요구 (382) 는 채널 타입, 우선 순위, 회로 식별 코드 (네트워크 타임슬롯), 하
향 링크 DTX 플래그 (가변 전송율), 사용될 간섭 밴드 (주파수 호평) 및 클래스마크 정보 (2) (가입자 장
치 타입) 를 나타낸다. 채널 타입은 전송 동안 전송될 타입 예컨대, 팩스, 음성 또는 시그널링이다. 할당 
요구 (382), BSSMAP 메시지는 BSC A-인터페이스 (206) 가 가입자 장치 (100) 과 전화 호출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CDMA 서비스 타입을 결정하게 한다. 상기 결정은 BSS 서비스 요구 (386) 를 서비스 요구 (388) 을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하는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비스 요구 (388) 는 통신 속도를 포함한, 요구된 데이터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라디오 링크의 매개변수를 나타내고, 가입자 장치 (100) 는 서비스 응답 (389) 
을 라디오 링크 타입이 수용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선택 서브시스템 (100) 에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서비
스 응답 (389) 이 서비스 타입이 수용가능하다고 나타내면,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서비스 접속 메시
지 (390) 를, 가입자 장치 (100) 가 서비스 접속 완전 메시지를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선
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하는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그 때 BSC A-인터페이스 (206)에 대한 성공적인 서비스 결정을 BSS 서<59>
비스 응답 (392) 를 전송함으로써 나타낸다. BSS 서비스 응답 (392) 를 수신하는 즉시,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BSS 자원 할당 메시지 (384) 를 데이터 프로세싱 및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 으로 전송하는 
것을 경유한 서비스 타입에 따라 호출을 처리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한다. 데이터 프로세싱 및 서비스 옵
션 시스템 (210) 은 수신된 어느 트래픽 데이터 처리를 위한 호출 처리 자원들을 할당한다. 본 발명의 다
른 실시예에서, 서비스 옵션 자원 할당이 채널 요구 메시지 (310) 에 응답하여 수행된다. 부가적으로,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GSM-MSC (106) 와 데이터 프로세싱 및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 사이에 트래
픽 채널을 생성하는 스위치 (212) 내에서 접속이 할당되어, 호출과 관련된 트래픽 데이터를 전송한다.(스
위치 (212) 에 대한 메시지는 도시되지 않음) BSC A-인터페이스 (206) 은 서비스 결정이 할당 완전 메시
지 (394) 를 GSM-MSC 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하여 완료된다.

서비스 결정이 완료되는 즉시, 가입자 장치 (100) 의 GSM 메시지 프로세싱부는 경보 메시지를 전<60>
송 메시지 (400) 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GSM-MSC (106) 에 가입자 장치 (100) 의 사용자에게 경보를 발하
도록 표시한다. 경보 메시지는 선택 서브시스템에 의해 전송 메시지 (398) 를 경유하여 (204) BSC A-인터
페이스로, 그런 후 BSC A-인터페이스에 의해 DTAP 경보 메시지 (396) 를 경유하여 GSM-MSC (106) 로 투명
하게 전송된다. 여기서, GSM-MSC (106) 는 호출 가입자를 향한 호출음이 발생될 수도 있다. 상기 호출이 
가입자 장치 (100) 에 의해 응답되면, 그것은 전송 메시지 (402) 내의 접속을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해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함으로써  GSM-MSC  (106)  에  대한  응답  (answer  event)  을 
나타낸다. 상기 접속은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의해 전송 메시지 (404) 를 경유하여 BSC A-인터페이스
로, 그런 후 BSC A-인터페이스에 의해 DTAP 접속 메시지 (408) 을 경유하여 GSM-MSC (106) 로 투명하게 
전송된다. 접속 메시지 (408)  을 받는 즉시, GSM-MSC  가 제공된다면, 호출을 멈추고, 접속 긍정 응답 
(410) 을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접속 긍정 응답 메시지 (410) 
를 전송 메시지 (412) 를 경유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로 투명하게 전한다. 그런 후, 선택 서브시스
템 (204) 은 전송 메시지 (414) 를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로 전송하여, 
투명한 전송을 계속한다. 가입자 장치 (100) 에 의해서 전송 메시지 (414) 를 받는 즉시, 안정된 호출 상
태가 형성되고, 가입자 장치 종결 호출 발신 프로세스가 완료된다.

도 7 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라 가입자 장치 발신 호출 초기화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61>
안 전송된 장치 시그널링 메시지를 도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무선 가입자 장치 발신 호출 
초기화 과정은 도 2 의 가입자 장치 (100) 에 의해 초기화된 전화 호출로부터 생긴다. 가입자 장치 발신 
호출 초기화 과정은 가입자 장치 (100) 에서 역방향 링크 액세스 채널을 경유하여 BTS (102) 로 전송된 
채널 요구 메시지 (506) 로 시작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채널 요구 메시지 (506) 는 요구된 서비스
의 타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상기 정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내의 다른 메시지에서 제공될 수
도 있다.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BTS 긍정 응답 메시지 (508) 전송이 선택사항이라 하더라도, BTS 
(102) 는 BSS 채널 요구 (510) 를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함으로써, 그리고 BTS 긍정 응답 메시
지 (508) 를 가입자 장치 (100) 로 전송함으로써 채널 요구 (506) 에 응답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가입자 장치 (100) 및 BTS (102) 사이에 양방향 CDMA 변조 RF 신호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기 위한 한 셋
트의 시그널링 메시지를 발생시킴으로써 응답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가 BSS 호출 셋업 요구 (512) 
를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 로 전송할 때, 상기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시작된
다. 호출 제어 프로세서 (202) 는 호출을 위한 선택기 및 서비스 자원을 할당하고, BSS 호출 셋업 응답 
(514) 에 대한 할당 결과를 나타낸다. BSS 호출 셋업 응답 (514) 를 받는 즉시,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선택 호출 셋업 요구 (516) 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 로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할당된 
선택 자원을 초기화하고, 이것을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선택 호출 셋업 응답 (518) 으로 나타낸다. 
호출 셋업 응답 (518) 을 받는 즉시,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라디오 링크 셋업 요구 (519) 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채널 자원 요구 (520) 를 BTS (102) 로 전송
함으로써 응답한다.

채널 자원 요구 (520) 를 받는 즉시, BTS (102) 는 채널 프로세싱 자원을 할당하여, 전화 호출과 <62>
관련된 순방향 및 역방향 사용자 트래픽 채널들을 변조 및 복조하고, 채널 자원 응답 메시지 (522) 를 선
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호출 처리용 선택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그리고 접속 응답 (526) 을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하는 BTS (102) 로 접속 요구 
(524) 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그런 후,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널 트래픽 데이터 (528), 트래픽 
데이터 메시지 (530) 및 널 트래픽 데이터 (532) 를 BTS (102) 로 전송한다. BTS (102) 는 널 트래픽 데
이터 (536) 를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로 전송함으로써 시작 트래픽 데
이터 메시지 (530) 및 널 트래픽 데이터 (532) 에 응답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는 또한 라디오 링크 
자원 메시지 (534) 를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한다. 라디오 링크 자원 메시지 (530) 를 받는 즉
시, BSC A-인터페이스 (206) 은 채널 할당 메시지 (540) 를 순방향 링크 페이징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하는 BTS (102) 로 BTS 채널 할당 메시지 (538) 를 전송한다. 가입자 장
치 (100) 는 채널 할당 메시지 (540) 내에 포함된 할당된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할당된 순방향 링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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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수신된 데이터 처리를 시작한다. 그것은 또한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 프리엠블 
(542) 을 전송하여, BTS (102) 가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가입자 장치 (100) 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일단, 역방향 링크 신호가 얻어지면, BTS (102) 는 시작 역방향 링크 메시지 (544) 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 로 전송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역방향 링크 긍정 응답 (546) 을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경
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부가적으로,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라디오 링
크 자원 메시지 (548) 를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한다. 여기서, 양방향 링크가 형성되고, 네트워
크 접속 셋업이 시작된다.

역방향 링크 긍정 응답 메시지 (546) 를 받는 즉시, 가입자 장치 (100) 는 호출 관리 서비스 요<63>
구 (550) 를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로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접속 
셋업을 초기화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BSS 호출 관리 서비스 요구 (551) 을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메시지에 포함된 클래스마크 정보를 저장하
고, BSS 호출 관리 서비스 요구 (551) 내에서 송신된 정보를 포함한 완전 계층 3 정보 메시지 (552) 를 
발생시키고, SCCP 접속 요구 메시지 내의 완전계층 3 정보 메시지 (552) 를 GSM-MSC (106) 로 A-인터페이
스 프로토콜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SCCP 접속을 초기화한다. 완전 계층 3 정보 메시지 (552) 는 GSM A-인
터페이스 프로토콜의 일부분이므로, 그 기술에는 잘 알려져 있다.

GSM-MSC (106) 는 확인 요구 (553) 를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BSC <64>
A-인터페이스 (206) 는 메시지 (553) 을 DTAP 메시지로서 식별하고, 투명하게 메시지 내용을 전송 메시지 
(554) 를 경유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전송 메시지 (554) 가 
전송 메시지 타입이고,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전송 메시지 (555) 를 전송함으로써 투명하
게 메시지 내용을 가입자 장치 (100) 에 전한다. 가입자 장치 (100) 는 전송 메시지 (555) 를 수신하고,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한 선택 서브시스템에 대한 확인 응답을 포함한 전송 메시지 (556) 을 역
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하는 내부 GSM 메시지 
처리부에 내용을 전송한다. 전송 메시지 (556) 를 결정한 즉시,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메시지 내용을 
전송 메시지 (557) 를 경유하여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투명하게 전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DTAP 확인 응답 (558) 을 GSM A-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GSM-MSC (106) 으로 전함으로써 투명한 
전송을 계속한다.

GSM-MSC (106) 는 암호 모드 명령 (559) 를 BSC A-인터페이스 (206) 로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65>
메시지 (559) 가 BSSMAP 메시지인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암호 모드 명령인 것을 결정한 즉시, BSC A-인
터페이스 (206) 는 BSS 암호 모드 명령 (560) 을 선택 서브시스템 (204) 로 전송함으로써, 무선 암호화 
초기화 과정을 시작한다. BSS 암호 명령 (560) 을 수신한 즉시,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암호 모드 명
령 (562) 을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에 전송한다. 암호 모드 명령 (562) 
를 처리한 후, 가입자 장치 (100) 는 암호 모드 완전 메시지 (564) 를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선
택 서브시스템 (204)  로 전송하고,  모든 후속의 전송을 암호화하기 시작한다.  암호 모드 완전 메시지 
(564) 를 받는 즉시,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모든 부가적 시그널링 및 전화 호출과 관련된 호출 데이
터를 암호화-해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암호화는 IS-95 표준에 따라 사적 
채널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다른 암호화 방법의 사용은 본 발명의 작동과 일치한다. 그런 
후,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BSS  암호  모드  완전  메시지  (566)  에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전송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암호화를 위한 구성을 나타내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서 암호 모드 완전 명령 (568) 을 GSM-MSC (106) 에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안전한 양방향 채널이 형성되면, 가입자 장치 (100) 은 셋업 메시지 (570) 를 선택 서브시스템 <66>
(204) 으로 전송함으로써 셋업 정보를 GSM-MSC 로 전송한다. 셋업 메시지 (570) 는 다이얼 숫자 (dialed 
digits), 서비스 타입, 전송율, 전송될 데이터 타입 및 음성 인코딩 타입 등을 포함하여 형성된 전화 호
출에 관한 다양한 타입의 정보를 포함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전송 메시지 (572) 를 경유하여 셋
업 메시지를 BSC  A  -인터페이스 (206)  로  투명하게 전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전송 메시지 
(574) 를 GSM-MSC (106) 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함으로써 셋업 메시지의 투명한 전송
을 계속한다. 전송 메시지 (572) 를 수신하고, 호출된 가입자에 접속을 초기화한 후, GSM-MSC (106) 는 
호출 처리 메시지를 포함한 호출 전송 메시지를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전송한다. 호출 처리 메시지
는  네트워크  접속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호출  형성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BSC  A-인터페이스  (206)  은  전송  메시지  (578)  내의  호출  처리  메시지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 으로 투명하게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호출 처리 메시지를 포함한 전송 
메시지 (580) 를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경유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호출 진행 메시지 (566) 를 전송한 후, GSM-MSC (106) 는 또한 할당 요구 (586)를 BSC A-인터페<67>
이스 (206)에 전송한다. 응답중에,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BBS 할당 요구 (586)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에 전송함으로써 호출 처리용 BBS를 계속 형성하며, 그것은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가입
자 장치 (100)에 서비스 접속 (589) 을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응답 중에, 가입자 장치(100)는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서비스 타입이 수락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서비스 
접속 완료 메시지 (591)를 전송한다 (주의: 전화 호출을 초기화하는 때에 가입자 장치 (100)가 초기 서비
스요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가입자 장치 (100)에 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 4 에 도시
된 서비스 요구 메시지 및 서비스 응답 메시지 모두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생략된다.) 선택 서브시
스템 (204) 은 BSC A-인터페이스 (206)에 BSS 서비스 응답 (592)의 전송을 진행하고,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GSM-MSC 에 할당 완료 메시지 (594)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
다. 할당 요구 (582) 및 BSS 서비스 응답 (592)에서 지시된 서비스 타입에 따라 호출 처리용 자원을 할당
하기 위하여, BSC A-인터페이스 (206)는 또한 자원 할당 메시지 (584)를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옵션 시
스템 (210) 에 전송한다. 부가적으로,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호출에 관한 트래픽 데이터를 운송하기 
위하여 GSM-MSC (106)과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 사이에 트래픽 채널을 생성하기 위하
여 스위치 (212) 내에서 접속을 할당한다.(스위치 (212) 에 대한 메시지는 도시되지 않음.)

할당 완료 메시지 (594) 를 받는 즉시, GSM-MSC (106) 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BSC <68>
A-인터페이스 (206) 에 정보 메시지(596)를 전송하며, 그것은 경보 메시지를 포함하는 전송 메시지(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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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에  순방향  메시지를  투명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그 다음에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경보 메시지를 포함하는 전
송 메시지 (600) 를 전송함으로써 투명 전송을 계속한다. 경보 메시지는 가입자 장치 (100) 가 호출음 
(ring back tone) 생성을 시작하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호출이 응답하면, GSM-MSC (106) 는 GSM A-인
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접속 메시지 (596)를 전송하며,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선택 서브시스템 (204)에 그 접속 메시지를 포함하는 전송 메시지 (604)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
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은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전송 메시지 (606) 를 전송함으로써 가
입자 장치 (100) 에 접속 메시지를 투명 전송을 계속한다. 전송 메시지 (606) 를 받는 즉시, 가입자 장치 
(100)는 호출음의 생성을 중단하고, 접속 긍정 응답을 포함하는 전송 메시지 (610)를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은 전송 메시지 (612)를 통하여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접
속 긍정 응답을 투명 전송함으로써 응답하며, 그것은 다음에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GSM-MSC 
(106)  에 접속 긍정 응답 메시지 (614)를 전송한다. GSM-MSC  (106)  에 의해서 접속 긍정 응답 메시지 
(614)를 받는 즉시, 정상 상태 호출이 이룩된다.

도 8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가입자 장치에서 발신된 호출 릴리스 메시지가 실행되는 동<69>
안에 시그널링 메시지가 교환되는 것을 도시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가입자 장치에서 초기화된 호출 
릴리스 는 도 2 의 가입자 장치 (100)에 의한 릴리스 요구에 응답하는 전화 호출의 단로이다. 가입자 장
치가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단로메시지를 포함하는 전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가입자 장치에서 발신된 호출 릴리스 는 출력 전화 호출 또는 다른 통신 중에 네트워크 
접속을 철거함으로써 시작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BSC A-인터페이스 (206)가 S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GSM-MSC (106) 에 단로 메시지 (672)를 전송하도록 하게 하는, 단로 메시지를 전송 메시
지를 (657)통하여 BSC A-인터페이스 (206)에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GSM-MSC (106) 는 다른 호출가입자
(party) 에의 네트워크 접속의 릴리스를 초기화하고, BSC A-인터페이스 (206)에 릴리스 메시지(673)를 전
송한다. 응답중에,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선택 서브시스템 (204) 그 릴리스를 포함하는 전송 메시지 
(665) 를 전송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은 그 다음에 순방향 링크 트래픽 체널을 통하여 가입자 장치 
(100) 에 전송 메시지 (658) 의 전송을 통하여 그 릴리스를 전송한다.

가입자 장치 (100) 는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릴리스 완료<70>
를 포함하는 전송 메시지 (653)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선택 서브시스템 (204)는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전송 메시지 (660) 의 전송을 통하여 릴리스 완료를 전송한다. BSC A-인터페이스는 GSM A-인터
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GSM-MSC (106) 에 릴리스 완료 메시지 (676) 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GSM-MSC 
(106) 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BSC A-인터페이스 (206) 에 클리어 명령 (674) 와 함께 응답
하고, 그것은 모든 A-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자원뿐만 아니라 양방향 라디오 링크도 릴리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클리어 명령 (674)를 받는 즉시, BSC A-인터페이스 (206) 는 트래픽 채널 인터페이스 철거를 발<71>
생시키기 위한 메시지 세트를 생성한다. 트래픽 채널 인터페이스 철거는 , BSC A-인터페이스 (206) 가 선
택 서브시스템 (204)에 BSS 서비스 단로 메시지 (688)를 전송하는 때에 시작한다. 또한, BSC A-인터페이
스 (206)는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옵션 시스템 (210) 과 GSM-MSC (106) 사이의 트래픽 채널 접속을 제거
하도록 스위치 (212)를 지시한다.( 메시지는 도시되지 않음.)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BSS 서비스 단로 
응답 (670)을 전송함으로써 BSS 서비스 단로 요구 메시지 (668) 의 수신을 긍정응답하고, 그것은 BSC A-
인터페이스 (206)가 선택 서브시스템 (204)에 BSS 라디오 링크 릴리스 요구 (663) 를 전송하도록 하게 한
다. BSS 라디오 링크 릴리스 요구 (663)를 받는 즉시, 선택 서브시스템 (204) 은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
널을 통하여 가입자 장치 (100)에 릴리스 순서 (651)를 전송한다. 가입자 장치 (100) 는 역방향 링크 트
래픽 채널을 통하여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 릴리스 순서 (650)를 전송함으로써 응답한다. 선택 서브시
스템 (204) 은 그 다음에 종료 전송 트래픽 채널 명령 (654) 와 단로 요구 (655) 를 BTS (102) 에게 전송
한다. BTS (102) 는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된 자원을 릴리스하고, 그 
다음에 종료 역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 (656) 과 단로 응답을 선택 서브시스템 (204) 에게 전송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이 BTS(102)에 자원 릴리스 요구(662)를 송신하고, BTS(102)는 <72>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선택 서브 시스템에 자원릴리스응답(661)를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자원
릴리스응답을 수신하자마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C A-인터페이스(206)에 라디오릴리스응답을 송신
하고 BSC A-인터페이스(206)는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호출 릴리스요구(666)를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C A-인터페이스(206)에 호출 릴리스응답을 송신하고 전화호출과 
관련된 선택자원을 릴리스한다. 그 다음에, BSC A-인터페이스(206)는, 전화호출과 관련된 선택과 서비스
자원이 릴리스되었고, 다른 호출을 처리하는데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호출제어프로세서(202)에 
할당 해제(deallocate) 요구(671)를 송신한다. BSC A-인터페이스(206)는 또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에 따라 클리어 완료(clear complete)(675)를 송신함으로서 GSM-MSC 에 대해 릴리스되었음을 나타낸다. 
클리어 완료(675)는 호출처리 자원이 이제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GSM-MSC(106)에게 나타낸다. 호출제어프
로세서(202)는 할당 해제 응답(667)을 BSC A-인터페이스(206)에 송신함으로서 할당 해제 요구(671)에 응
답한다. BSC A-인터페이스(206)에 의해 할당 해제 응답(667)이 수신되자마자, 이 호출은 릴리스된다.

도 9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된 네트워크 시작 호출 릴리스시에 교환되는 시그널링 <73>
메시지를 예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네트워크 시작 호출 릴리스는 도 2 의 가입자 장치
(100) 이외의 시스템에서 유래하는 요구에 응답하여 전화호출을 단로시킨다. 네트워크 시작 호출 릴리스
는 진행중인 전화 호출 또는 다른 통신이 시작된다. GSM-MSC(1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단로메시지(772)를 BSG A-인터페이스(206)에 송신함으로서 네트워크 철거(teardown)를 시작한다. BSC A-
인터페이스(206)는 단로를 포함하는 전송메시지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송신함으로서 응답하고 이 선
택 서브 시스템(204)는 또한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단로를 포함하는 전송메시지(753)를 가입자 
장치(100)로 송신한다. 그 다음에, 가입자 장치(100)는 릴리스를 포함하는 전송메시지(758)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하고 이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릴리스메시지를 포함하는 전송메시지(765)를 응답
상태의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한다. 그 다음에, BSC A-인터페이스(2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
토콜에 따라 릴리스메시지(773)를 GSM-MSC(106)로 송신한다. GSM-MSC(1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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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릴리스완료메시지(776)를  BSC  A-인터페이스(206)에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BSC A-인터페이스
(206)는 릴리스완료를 포함하는 전송메시지(760)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송신하며 이 선택 서브 시스
템(204)는 또한 순방향링크 트래픽 채널을 통해 릴리스완료를 포함하는 전송메시지(752)를 가입자 장치
(100)에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GSM-MSC(1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BSC A-인터페이스(206)로의 클리어 명령(77<74>
4)의 송신과 함께 양방향 라디오링크의 릴리스를 요구한다. 클리어 명령(774)을 수신하자마자, BSC A-인
터페이스(206)는 IS-95 호출 모델에 따라 실질적으로 트래픽채널 인터페이스 철거를 시작한다. BSC A-인
터페이스(206)가 BSS 서비스 단로메시지요구(768)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송신할 때 트래픽 채널 인
터페이스 철거가 시작된다. 부가적으로, BSC A-인터페이스(206)는 데이터처리 및 서비스옵션시스템(210)
과 GSM-MSC(106) 사이의 트래픽채널 접속을 릴리스하기 위한 스위치(212)를 지시한다(메시지는 도시되지 
않음).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S 서비스 단로응답(770)을 송신함으로서 BSS 서비스 단로요구메시지
(768)의 수신을 긍정응답하며, BSC A-인터페이스(206)가 BSS 라디오링크 릴리스요구(763)를 선택 서브 시
스템(204)으로 송신하게 한다. BSS 라디오링크 릴리스요구(763)를 수신하자마자, 선택 서브 시스템(204)
은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릴리스순서(751)를 가입자 장치(100)에 송신한다. 가입자 장치(100)는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릴리스순서(750)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종료 순방향 트래픽 채널명령(754) 및 단로요구(755)를 BTS(102)로 송
신한다. BTS(102)는 순방향링크와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처리하는데 사용된 자원을 릴리스한 다음 종
료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756)과 단로응답(759)을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자원릴리스요구(762)를 BTS(102)로 송신하고, BTS(102)는 <75>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선택 서브 시스템에 자원릴리스 응답(761)을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자원
릴리스응답을 수신하자마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C A-인터페이스(206)에 BSS 라디오 링크 릴리스
응답(764)을 송신하고 BSC A-인터페이스(206)는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BSS 호출 릴리스요구(766)를 송
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C A-인터페이스(206)로 BSS 호출 릴리스응
답을 송신하고, 릴리스될 전화호출과 연관된 선택자원을 릴리스한다. 그 다음에, BSC A-인터페이스(206)
는 전화호출과 연관된 선택자원과 서비스자원이 릴리스되었고 다른 호출을 처리하는데 활용가능하다는 것
을 나타내는 호출제어프로세서(202)에 BSS 할당 해제 요구(771)를 송신한다. BSC A-인터페이스(206)는 또
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클리어 완료(775)를 송신함으로서 GSM-MSC 에 대해 릴리스되었음을 
나타낸다. BSC A-인터페이스는 BSS 할당 해제 응답(767)을 BSC A-인터페이스(206)를 송신함으로서 BSS 할
당 해제 요구(771)에 응답한다. BSC A-인터페이스(206)에 의해 BSS 할당 해제 응답(767)을 수신하자마자, 
호출이 릴리스된다.

도 10a 와 10b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된 가입자 장치 등록시 교환되는 시스널링 메<76>
시지를 예시하는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가입자 장치 등록시, 도 2 의 가입자 장치
(100)가  이  가입자  장치의  현재위치와 상태의 GSM-MSC(106)를  통지하여 GSM-MSC  (106)가  가입자 장치
(100)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 장치 등록은 역방향링크 억세스채널을 통해 가입자 장치(100)
로부터 BTS(102)로 송신되는 채널요구메시지(806)에 의해 시작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채
널요구메시지(806)는 가입자 장치(100)가 등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정보는 본 발명
의 대안 실시예에서 다른 메시지내에 제공될 수도 있다. BTS 긍정응답 메시지(808)의 송신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선택적이지만, BTS(102)는 BSC A-인터페이스(206)에 BSS 채널요구(810) 그리고 가입
자 장치(100)에 BTS 긍정응답 메시지(808)를 송신함으로서 채널요구메시지(806)에 응답한다. BSC A-인터
페이스(206)는  BSS  호출셋업요구(812)를  호출제어프로세서(202)에  송신함으로서  가입자  장치(100)와 
BTS(102) 사이의 양방향 CDMA 변조 RF 신호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기 위한 일 셋트의 메시지를 발생시킴으
로서 응답한다. 호출제어프로세서(202)는 호출을 위한 선택기와 서비스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BSS 호출셋
업응답(814)으로 BSC A-인터페이스(206)에 나타낸다. BSS 호출셋업응답(814)을 수신하자마자, BSC A-인터
페이스(206)는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선택기 호출셋업요구(816)를 송신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전화호출을 처리하기 위한 선택자원을 할당하고 선택기 호출셋업응답(818)에 따라 BSC A-인터페이스(20
6)에  나타냄으로서 응답한다.  호출셋업응답(818)을  수신하자마자,  BSC  A-인터페이스(206)는  라디오링크 
셋업요구(819)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송신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채널자원요구(820)를 
BTS(102)에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채널자원요구(820)를 수신하자마자, BTS(102)는 채널처리자원을 할당하여 전화호출과 관련된 순<77>
방향과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변조하고 복조하고 채널자원응답메시지(822)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
로 송신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접속요구(824)를 BTS(102)에 송신하여 응답하고 BTS(102)는 접속
요구(826)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에 송신하여 응답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널트래픽
데이터(828),  시작 트래픽 데이터 메시지(830)  및 널트래픽데이터(832)를 BTS(102)로 송신한다. BTS(10
2)는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널트래픽데이터(836)를 가입자 장치(100)에 송신함으로서 시작트래픽 
데이터메시지(830)와 널트래픽데이터(832)에 응답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또한 라디오링크 자원메
시지(834)를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한다. 라디오링크 자원메시지(834)를 수신하자마자, BSC A-인
터페이스(206)는 BTS 채널할당 메시지(838)를 BTS(102)로 송신하고 BTS(102)는 순방향링크 페이징 채널을 
통하여 채널할당메시지(840)를 가입자 장치(100)에 송신하여 응답한다. 가입자 장치(100)는 할당된 순방
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채널할당메시지(840)내에 포함된 할당채널정보를 
사용하고,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 프리엠블(842)을 송신하여 BTS(102)가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일단 역방향링크신호이 획득되면, BTS(102)는 시작 역방향링크 메시지(844)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역방향링크 긍정응답
(846)을 가입자 장치(100)에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선택 서브 시스템(204)과 가입자 
장치(100) 사이에 교환된 역방향링크 긍정 응답(846)과 같은 메시지가 BTS(102)를 관통하지만, 도면의 간
결함을 위해 직접적으로 루트된 대로 도시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라디오 링크 
셋업응답(848)을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한다. 이 지점에서, 양방향 채널이 설정된다.

가입자 장치(100)는 DTAP 위치 갱신요구(850)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함으로서 등록절<78>
차를 시작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위치갱신요구를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하고 BSC A-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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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2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지정된 대로 GSM-MSC(106)과 SCCP 접속을 시작한다. 계급값
(classmark) 정보를 저장한 후, BSC A-인터페이스(206)는 BSS 위치요구(851)를 포함하는 완료계층 3 정보
메시지(852)를 포함하는 SCCP 접속요구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완료계층 3 정보메시지(852)는 GSM A-인터
페이스 프로토콜의 일부분으로 당분야에 주지되어 있다. GSM-MSC(106)은 확인요구(853)를 BSC A-인터페이
스(206)로 송신하여 응답하고 BSC A-인터페이스(206)는 차례로 확인요구를 포함하는 전송 메시지(855)를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가입자 장치(100)로 송신한다. 가입자 장치(100)는 전송된 확인요구를 가
입자 장치(100)의 GSM 기초 메시지 처리부로 보내고 이 메시지처리부는 전송 확인응답(856)을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하여 확인요구(855)에  응답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
(204)은 전송메시지(857)를 BSC A-인터페이스(206)로 전송함으로서 투명하게 확인응답을 송신한다. 그 다
음에, BSC A-인터페이스(2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확인응답(858)을 GSM-MSC(106)로 송신
한다. GSM-MSC(106)는 암호모드명령(859)을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BSC A-인터페이스(206)는 BSS 암호모드명령(860)을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함으로서 암호화 시작
절차를 시작하고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암호모드명령(862)을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가입자 장
치(100)로 송신한다. 암호모드명령(862)을 처리한 후,  가입자 장치(100)는 암호모드 완료메시지(864)를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암호화된 형태로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한다. BSS 암호모드명령
(860)을 수신하자마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전화호출과 연관된 모든 부가적인 시그널링과 호출데이
터에 대한 암호화-해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S 암호모드 완료메
시지(866)를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한다. BSC A-인터페이스(2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암호모드 완료명령(868)을 GSM-MSC(106)으로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GSM-MSC(1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ID 요구(874)를 BSC A-인터페이스<79>
(206)로 송신하고, BSC A-인터페이스(206)는 전송메시지(872)를 통해 ID 요구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
로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ID 요구를 포함하는 전송메시지(870)를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가입자 장치(100)로 송신한다. 가입자 장치(100)의 GSM 기초 메시지 처리
부는 ID 응답을 발생시킴으로서 응답하고, 가입자 장치(100)는 전송메시지(880)내의 그 ID 응답을 역방향
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는 전송
메시지(878)의 송신을 통한 ID 응답을 BSC A-인터페이스(206)로 전송하고 BSC A-인터페이스(2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ID  응답(876)을 GSM-MSC(106)로 전송함으로서 응답한다. GSM-MSC(106)는 
ID 응답(876)을 수신하고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받아들여진 위치갱신(882)을 BSC A-인터페이
스(206)로  송신한다.  BSC  A-인터페이스(206)는  그  다음에 받아들여진 위치갱신을 포함하는 전송메시지
(886)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하고,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전송메시지(890)를 송신함
으로서 가입자 장치(100)에 받아들여진 위치갱신을 전송함으로서 응답한다. 가입자 장치(100)는 일시적인 
이동가입자 신원(TMSI) 재할당 명령을 포함하는 전송메시지(891)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함으
로서 응답하고,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그 다음에 전송 TMSI 재할당 명령을 포함하는 전송메시지(892)
를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한다. BSC A-인터페이스(2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TMSI 
재할당  명령(894)을  GSM-MSC(106)로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TMSI  재할당  명령(894)을  수신하자마자, 
GSM-MSC(106)가 클리어 명령(896)을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하여 라디오링크의 릴리스를 시작한다.

도 10b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수행된 가입자 장치 등록시 교환되는 시그널링 <80>
메시지를 계속 예시하고 있으며, BSC A-인터페이스(206)가 클리어 명령(896)을 수신한 후 BSS 라디오링크 
릴리스요구(902)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한다. BSS 라디오링크 릴리스요구(902)를 수신하자마
자, 선택 서브 시스템(204)는 릴리스순서(900)를 순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가입자 장치(100)로 송신
한다. 가입자 장치(100)는 릴리스순서(904)를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해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종료 순방향 트래픽채널 명령(906)과 단로
요구(908)를 BTS(102)로 송신한다. BTS(102)는 순방향과 역방향 링크 트래픽채널을 처리하는데 사용된 자
원을 릴리스한 다음 종료 역방향링크 트래픽채널지시(908)와 단로응답(910)을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한다.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자원릴리스요구(914)를 BTS(102)로 송신하고, BTS(102)는 자원릴리스
응답(916)을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자원릴리스응답(916)을 수신하자마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S 
라디오 릴리스응답(918)을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하고, BSC A-인터페이스(206)는 BSS 호출 릴리스
요구(920)를  선택 서브 시스템(204)으로 송신함으로서 응답한다.  그 다음에,  선택 서브 시스템(204)은 
BSS 호출 릴리스응답(922)을 BSC A-인터페이스(206)로 송신하고, 전화호출과 연관된 선택자원을 릴리스한
다. BSC A-인터페이스(206)는 BSS 할당 해제 요구(924)를 전화호출과 연관된 선택과 서비스 자원이 릴리
스되었고 다른 호출을 처리하는데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호출제어프로세서(202)로 송신한다. 게
다가,  BSC  A-인터페이스(206)는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  클리어  완료(926)를  송신함으로서 
GSM-MSC(106)에  대해  호출이  릴리스되었음도  나타낸다.  호출제어프로세서(202)는  BSS  할당  해제 응답
(928)을 BSC A-인터페이스(206)으로 송신함으로서 BSS 할당 해제 요구(924)에 응답한다. 할당 해제 응답
(928)이 BSC A-인터페이스(206)에 의해 수신되면, 위치갱신절차가 완료된다.

호출시작와 가입자정치 등록을 수행함으로서, 가입자 장치(100)와 BSS(105)사이의 CDMA OTA 인터<81>
페이스를 먼저 설정함으로서, 그 다음에, 이들 순방향과 역방향 링크 트래픽채널을 통한 시그널링 메시지
의 송신을 통하여 가입자 장치(100)와 GSM-MSC(106)사이의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접속을 설정함으로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CDMA OTA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
게 된다.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인터페이스상에 CDMA를 제공하는 능력은 또한 GSM A-인
터페이스 메시지를 수신하는 BSC A-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서 가능하게 되고, 이들 GSM A-인터페이스 메
시지를 조사하고 응답에 대해 다양한 작용을 취한다. 이들 작용에는 GSM A-인터페이스 시그널링 메시지를 
내부 BSS 프로토콜로 변환하고, CDMA OTA 인터페이스의 구성 및 능력에 기초하여 각각의 메시지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적절한 응답에는 할당요구에 응답하여 신호처리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포함된다. GSM A-인터페이스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인터페이스상에 CDMA를 제공하는 능력은 또한 암
호화 메시지가 송신되고 이어서 암호화 처리를 시작하는 때를 검출하는 선택기 소자를 사용함에 의해 용
이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GSM A-인터페이스 네트워크의 암호화 특성이 IS-95 OTA 프로토콜의 소프트 핸
드오프 특성과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BSC A-인터페이스(206)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메<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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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처리와 발생 시스템(990), SS7 스택 인터페이스(992) 및 BSC 패킷 인터페이스(994)가 로컬버스(99
6)를 통해 결합되어 있다. 동작시, SS7스택 인터페이스(992)는 GSM-MSC(106)에 의해 GSM A-인터페이스에 
따라 송신된 시그널링 메시지를 보낸다. SS7 스택 인터페이스(992)는 또한 메시지 처리 및 발생 시스템
(990)에 대한 시그널링 메시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또한 보낸다. 부가적으로, 메시지 처리 및 발생 시스템
(990)은 로컬 버스(996)를 통해 시그널 메시지와 BSC 패킷 인터페이스(994)를 교환한다. BSC 패킷 인터페
이스(994)는 수신된 시그널링 메시지 데이터를 네트워크 패킷 내부에 위치시키고, BSS 네트워크 패킷으로
부터 시그널링 메시지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한 그 데이터를 메시지 처리와 발생 시스템(990)를 제공함으
로서 응답한다. 메시지 처리와 발생 시스템(990)은 수신된 시그널링 메시지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술된 바
와 같이 BSC A-인터페이스(206)의 다양한 메시지 결정과 시그널링 메시지 발생기능을 수행한다.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갖는 단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시스템이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이들 시스템 
중의 둘 또는 셋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메시지 처리와 발생 시스템(990), SS7 인터페이스 스택
(992) 및 BSC 패킷 인터페이스(994)은 각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반도체 기초 마이크로프로세
서와 메모리 기억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도 12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가입자 장치(1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BTS(10<83>
2)로부터 송신된 순방향 링크 RF 신호(도 3 참조)가 안테나(980)에 의해 수신되어 RF 처리시스템(982)으
로 보내진다. RF 처리시스템(982)은 그 신호를 베이스밴드에 다운컨버트하고 베이스밴드 신호를 디지털화
한다.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984)은 신호를 송신으로 처리하는데 사용된 CDMA 프로토콜에 따라 디지털
화된 베이스밴드 신호를 처리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사용되는 CDMA 프로
토콜은, 다른 CDMA 프로토콜의 사용이 본 발명의 동작에 일치해도, IS-95 프로토콜의 물리적인 신호변조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984)에 의해 수행되는 신호처리는 비터비(Viterbi) 디코
딩과 블록 디인터리빙(deinterleaving) 뿐만 아니라 순방향 링크 확산 코드와 채널 코드에 의한 복조를 
포함한다. 이들의 사용은 당분야에 주지되어 있다. 이러한 처리는 프레임마다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디지
털 신호처리 시스템(984)으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의 얻어진 프레임은 제어 시스템(986)으로 보내진다. 
제어 시스템(986)은 디지털 데이터의 프레임을 수신하고 각각의 프레임내에 포함된 헤더 정보에 기초하여 
디지털  데이터가  시그널링  메시지인지  사용자  데이터인지를  결정한다.  사용자  데이터는 입출력시스템
(988)으로 보내지고 입출력시스템(988)은 통상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오디오 정보로 변환시키지만, 또한 
사용자 데이터를 다른 디지털 시스템에 의한 추가적인 처리를 위한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
그널링 데이터는 시그널링 메시지로 모아지고 시그널링 메시지는 제어 시스템(986)에 의해 전송 시그널링 
메시지 또는 로컬 시그널링 메시지로 메시지 헤더 비트를 조사하여 더욱 분류된다.

비전송 또는 로컬 시그널링 메시지는 인터페이스 제어(987)로 보내지고 인터페이스 제어(987)는 <84>
이 메시지를 처리하여 적절한 응답을 발생시킨다. 적절한 응답에는 상술된 다양한 호출처리절차에 따라 
비전송 프레임을 통해 도 4 의 BTS(102)로 송신되는 출력 시그널링 메시지의 발생뿐만 아니라 필요한 확
산과 채널 코드를 제공함으로서 베이스밴드 디지털 신호의 수신과 송신을 위한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
(986)의 구성도 포함된다. 전송 시그널링 메시지는 네트워크 제어(989)로 보내지고 네트워크 제어(989)는 
가입자 장치(100)의 GSM 메시지 처리부로서 지칭된다. 네트워크 제어(989)는 로컬 시그널링 메시지를 처
리하며 상술된 다양한 호출처리 절차에 따른 출력 시그널 메시지의 발생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응답을 
발생시킨다. 네트워크 제어(989)에 의해 발생된 출력 시그널링 메시지는 제어 시스템(986)에 의해 전송메
시지에 놓이고, 인터페이스 제어(987)로부터의 출력 시그널링 메시지에 따라 디지털 신호처리시스템(98
4)로 전송되며 디지털 신호처리시스템(984)은 CDMA 신호처리기술에 따라 데이터를 비터비 인코딩하고, 블
록 인터리브하고, 변조하고 확산시킨다. CDMA 처리 데이터는 RF 신호처리 시스템(982)으로 보내지고 RF 
신호처리 시스템(982)은 도 4 의 BTS(102)로 송신되는 IS-95 표준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4단
계 위상시프트키(QPSK) 역방향 링크 RF 신호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디지털 신호처리시스템(984)은 메모리시스템(도시되지 않음)내<85>
에 기억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디지털 신호프로세서(DSP)로 이루어진다. 부가적으로, 제어 시스
템(986)은 메모리시스템(도시되지 않음)내에 기억된 소프트웨어 지시에 의해 제어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로도 이루어진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지시의 일부분은 인터페이스 제어
(987)과  네트워크  제어(989)를  실행하는데도  사용된다.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제어 시스템
(986)과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984)은 하나 이상의 커스텀 디자인 집적회로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
으며, 여기서 네트워크 제어(989)와 인터페이스 제어는 제어 시스템(986)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집적회
로의 일부분이다. 게다가, 도시된 구성에서, 제어 시스템(986)은 입출력 시스템(988)과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984) 사이에 결합되어 있다.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에서는, 이들 3 개의 시스템 각각이 서로 
공유된 데이터버스를 사용하여 함께 결합될 수도 있다. 부가적으로, 제어 시스템(986)과 디지털 신호 처
리 시스템(984)은 공유 데이터버스에 의해 또는 동일 집적회로상에 배치함으로서 동일한 메모리시스템의 
사용을 공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와 GSM 통신네트워크상에 CDMA 를 사용하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86>
과 장치가 설명되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상술은 당분야의 해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하고 또는 사
용할 수 있게 제공된 것이다. 이들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형은 당분야의 해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고, 
여기에  정의된  일반적인  원리는  독창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기에 도시된 실시예들로 한정되지 않고 여기에 개시된 원리들과 새로운 특징에 일치
하는 가장 넓은 범위로 주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원격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서브시스템내에서 시그널링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a)  가입자  장치로부터  수신된  직접  전송  응용부  시그널링  메시지를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이동 스위칭 센터에 투명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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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입자 장치로로부터 수신된 코드 분할 다중 억세스 시그널링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단계;

(c) 상기 GSM 이동 스위칭 센터로부터 수신된 직접 전송 응용부 시그널링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장치로 직접 전송 응용부 전송하는 단계; 및

(d) 상기 기지국 서브 시스템 이동 응용부 메시지에 의해서 요청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
한 호출(call) 처리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 상기 GSM 이동 스위칭 센터로부터 수신된 기지국 서브시스
템 이동 응용부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a.2)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가 전송 메시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a.3)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의 임의의 성분을 직접 전송 응용부 시그널링 메시지로 배치하는 단
계; 및

(a.4) 상기 GSM 이동 스위칭 센터로 상기 직접 전송 응용부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무선 원격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서브 시스템내에서 시그널링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a) GSM 이동 스위칭 센터로부터 수신된 직접 전송 응용부 시그널링 메시지를 가입자 장치로 투
명 전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기지국 서브 시스템 이동 응용부 메시지에 의해서 요청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
한 호출(call) 처리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서, 상기 GSM 이동 스위칭 센터로부터 수신된 기지국 서브시스
템 이동 응용부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GSM 이동 스위칭 센터로 가입자 장치로부터 수신된 직접 전송 응용부 시그널링 메시지를 투명 전
송하는 단계; 및

가입자 장치로부터 수신된 로컬 시그널링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GSM 이동 스위칭 센터로부터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a.2)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가 직접 전송 응용부 메시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a.3)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를 내부 기지국 서브시스템 프로토콜 포맷된 전송 시그널링 메시지에 
배치하는 단계; 및

(a.4) 상기 가입자 장치로 상기 내부 기지국 서브시스템 프로토콜 포맷된 전송 시그널링 메시지
를 송신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시그널링 메시지가 직접 전송 응용부 메시지이면 시그널링 메시지를 투명 전송하고, 상기 메시지
가 기지국 서브시스템 이동 응용부 메시지이면 상기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를 처리함으로
써, 상기 기지국 서브시스템 이동 응용부 메시지에 의해서 요청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콜 처
리 자원을 할당하는 시그널링 메시지 처리 시스템, 및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신호 처리 기술에 따라 처리된 라디오 주파수 신호를 이용하여 라디오 주
파수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라디오 주파수 신호 처리 시스템을 구비하는 무선 원격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서브시스템.

요약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 (GSM) A-인터페이스 기재 네트워크로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OTA를 이용하여 무선 전기 통신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 및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CDMA 라디오 주파수 
(RF) 신호 인터페이스는 가입자 장치 (50) 에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동 통신용 글로벌 시스템 
(GSM) A-인터페이스 SS7 전송은 GSM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 (MSC) (52) 와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또한, GSM A-인터페이스 프로토콜내에 정의된 시그널링 메시지가 GSM MSC (52) 와 가입자 장치 (50) 
사이에서 교환되는 투명 전송 (44) 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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