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2916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4Q 7/38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2년03월21일
10-0329160
2002년03월06일

(21) 출원번호 10-1999-7005566 (65) 공개번호 특2000-0057703
(22) 출원일자 1999년06월18일 (43) 공개일자 2000년09월25일
    번역문 제출일자 1999년06월1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7/19963 (87) 국제공개번호 WO 1998/27780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7년10월30일 (87) 국제공개일자 1998년06월25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중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랜드, 영국, 그루지야, 가나,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
슬란드, 일본, 케냐, 키르기즈,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라이
베리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 몽
고, 말라위,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단, 스웨
덴,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시에라리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어키,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짐바브웨,
AP ARIPO특허: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짐바브웨,
EA 유라시아특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
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P 유럽특허: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
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랜드,
OA OAPI특허: 부르키나파소, 베넹,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
네,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08/769,142 1996년12월18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셀레머트리 엘엘시이
에드워드 아이. 코머
미국 조지아 30339-2119 애틀란타 파크우드 서클 1600 에스이이 세컨드 플로어

(72) 발명자 이르비,코머,에드워드
미국조지아30062마리에타암베르우드트라일4688

(74) 대리인 차윤근

심사관 : 민병준

(54) 전방 오버헤드 제어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신 시스템

 - 1 -



등록특허 10-0329160

 
요약

    
본 발명은 셀룰러-호환성 수신동작 장치에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FOCC(forward overhead control channel)을 경
유하여 복합 페이지 메시지 또는 페이지와 통신하고, 데이타 시켄스를 포함하는 집합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각각 수신된 
페이지로부터 획득되는 데이타를 합성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정상운영 상태에서 운영되고 
그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한 개 이상의 마스크와 수신된 페이지를 대비하여 FOCC를 경유하여 수신된 페이지에 반응하
는 것이다. 만일 수신 페이지가 미리 정해진 지표를 함유하고 그리고 수신동작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대응 마스크와 매
치한다면, 셀룰러 통신 장치는 수신 장치 식별자 상태로 정상 상태로부터 변환동작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수신 장치 식
별자 상태에서는, 셀룰러 통신 장치는 그 장치에 할당된 지정 식별자를 가진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 하는 것이다. 각
각의 수신된 페이지는 지정 식별자에 대응하는 마스크에 대비되어 선택된 장치의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매치에 
반응하여, 셀룰러 통신 장치는 수신된 장치 식별자 상태로부터 수신 데이타 상태로 변환하고 그리고 명령 함유 페이지
용 FOCC를 모니터 하도록 동작하는 것이다.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는 각각의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 
데이타 값을 인식하고 데이타 시켄스를 형성하도록 데이타 값을 합성하여 명령 함유 페이지에 반응하는 데이타 시켄스
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 시스템용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전방 오버
헤드 제어 채널을 통해 일련의 페이지를 전송하므로써 메시지를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통신 산업은 다수의 원격된 사이트와 중앙 위치 사이에 음성 및/또는 데이타를 통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래 전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화 설비를 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에는 불편하거나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산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의 
데이타 수집 사이트는 설비의 작동이나 성능에 관한 데이타를 수집하는 수많은 원격 모니터 장치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종래 전화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치로부터 시작된 통신에 응답하도록 쌍방향 무선 
통신 링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 통신에 대한 응답 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분야는 쌍방향 
라디오와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와 페이징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종래 라디오 통신 시스템은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의 통신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타를 통신하는 원격 설비 사이트나 또
는 양호한 라디오 전파를 위한 사이트에 위치된 기지국 송수신기와, 예를 들어 경찰 또는 트럭 분배 시스템과 같은 전형
적으로 차량에 위치되는 송수신기 세트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라디오 통신 시스템은 도시의 경계내와 같은 짧은 거리 
사이에서 고주파(VHF) 라디오 링크를 통해 통신을 실행하는데 유용하다.

    
종래 라디오 통신 시스템이 특정 용도의 통신용으로는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인 통신 목적으로는 쌍방향 라디오가 널리 
수용되지 않는다. 쌍방향 라디오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에 의해 규제되며, 할당된 주파수 스펙트럼은 매우 제한된다. 또한, 통신의 품질은 통신 사이트간의 전파 상태에 의존한
다. 쌍방향 라디오 설비는 일반적으로 대형이고 무거우며, 그 결과 항상 사용자에 의해 이송될 수 없으며, 현존의 설비
나 소형 설비에 설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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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태의 쌍방향 통신은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Cellular Mobile Radiotelephone: CMR) 시스템으로서, 이것은 광
범위한 공중절환식 전화 망(PSTN)에 연결되어, 종래 전화기(또는 기타 다른 무선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동 무선
전화 사용자 사이의 통신을 허용한다. 전형적인 CMR 시스템은 저 전력 송신기와 커버-제한 수신기를 사용하여 라디오 
커버 영역을 작은 커버 영역이나 '셀(cell)' 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한된 커버 영역은 하나의 셀에 사용된 
무선 채널이 다른 셀에도 재사용될 수 있게 한다. 한 셀내에서의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가 셀과 그 인접 셀의 경계를 횡
단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상기 셀에 관련된 제어 회로는 이제 막 유입된 무선전화의 신호 강도가 강한지의 여부를 검사
하고 무선전화와의 통신이 이제 막 유입된 셀과 '핸드오프(handed-off)'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따라서, 상기 C
MR 시스템은 셀의 어레이에 대해 쌍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래 쌍방향 라디오보다 상당히 광범위
한 영역에 통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래의 무선전화는 일반적으로 음성과 데이타 통신 능력을 제공하므로, 이에 따라 무선전화 서비스는 조합된 음성 및 
데이타 서비스에 적합한 비용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음성 및 데이타 통신의 조합은 단지 음성이나 데이타 만을 통신하
고자 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과도하게 수용하게 된다. 또한, 실시간 음성 또는 데이타 통신은 현재 활동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단지 메시지만을 수신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쌍방향 라디오와 유사하게, 
CMR 시스템 라디오 채널 특히 음성 채널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은 한정적인 자원이다.
    

    
무선호출기 시스템은 소형 수신기인 페이저와, 수많은 페이저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설정된 지리학적 영역을 커버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무선호출기 터미널을 포함한다. 종래 단방향 무선호출 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페이지에 
응답하기 위해, 페이지된 부분은 전형적으로 사용가능한 종래 전화를 찾아서 페이지를 작동시키는 부분에 전화 콜을 작
동시켜야만 했다. 선택적으로, 상기 페이지된 부분은 사용가능할 경우 이동 무선전화를 사용하므로써 응답 콜을 위치시
킬 수 있다. 페이지를 수신하고 페이지 인식 수신을 전송할 수 있는 쌍방향 통신 능력을 갖고 있는 무선호출 시스템도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페이징 인식 시스템은 페이저에 관련된 송신기의 동력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국부적인 영역에서
의 '온-사이트(on-site)' 통신 시스템에 가장 유용하다.
    

    
인식 수신기(및 송신기)의 수량이 각각의 페이저에 관련된 송신기의 한정적 송신 동력의 함수이기 때문에, 현존의 무선
페이징 인식 시스템은, 광범위한 통신 영역을 커버하는 쌍방향 통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 상당
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한다. 무선호출 산업이 페이징 서비스 가입자에게 페이지 인식을 공급하는데 관심이 있다 할지
라도, 페이징 인식 시스템의 작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러한 페이징 인식 시스템 설치시 많은 서비스 제공자를 낙
담시킨다.
    

    
종래 통신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출원인은 CMR 시스템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데이타를 통신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국 특허 제 5,526,401 호와 미국 특허 제 5,546,444 호에는 원격 사이트에서 얻은 데이타
의 수집 및 보고를 포함하여 CMR 시스템을 통한 통신을 지지하기 위해 CMR 시스템의 현재 구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
고 비용이 절감되는 사용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은 데이타 보고 장치와, 적어도 하나의 이동 
절환 센터(MSC)와, 상기 MSC 또는 신호 전송 포인트(Signal Transfer Poing: STP)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데이타 수
집 시스템을 포함한다. 각각의 데이타 보고 장치는 선택된 데이타를 수집하기 위해 원격 데이타 소스의 작동을 모니터
할 수 있다. 상기 데이타 보고 장치는 데이타 보고 장치가 먼저 자신을 인식하거나 MSC 와의 작동을 등록할 때 CMR 
시스템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선택된 데이타를 함유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데
이타 보고 장치는 '콜 방향(call origination)' 신호를 제공하도록 포맷된 데이타 메시지에서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
해 선택된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MSC 는 통신 링크를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은 하나이상의 원격 사이트와 중앙 위치 사이의 데이타 통
신을 위해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사용하므로써 셀룰러 통신 설비의 설치 베이스의 장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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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데이타 보고 장치는 전형적으로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역방향 오버헤드 제어 채널(RECC)를 
통해 MSC 와 통신한다. 이와는 달리, MSC 는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전방 오버헤드 제어 채널(FOCC)를 통해 데이타 
보고장치와 같은 유사 셀룰러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MSC 로부터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종래 기
법은 FOCC 로 페이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래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는 랜드라인(landline)으로부
터의 유입 콜이 이동전화 유니트에 위치될 때 이동전화 유니트를 위치시키는 MSC 의 전송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트리거 메시지에 대한 데이타 요구사항은 종래 셀룰러 통신에서는 최소이며, 따라서 각각의 메시지는 완
전한 데이타 포켓으로서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이것은 종래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를 구비한 MSC 에 의해 실행되는 페
이지 동작에서는 FOCC 를 통해 양호하게 작동되지만, MSC 에 의해 본 출원인이 개발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데이
타 보고 장치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량은 상당히 제한된다.
    

    
상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CMR 시스템의 종래 단일 페이징 메시지의 용량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데이타 시켄스를 전송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송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타 및 명령을 단일의 불연속 페이징 메시지를 통한 전송을 지지하기 
위하여 CMR 시스템의 페이징 메카니즘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본 발명은 MSC 로부터 유사 셀룰러 장치와의 통화를 
위한 증가된 데이타 용량을 얻기 위해 수신 사이트에서 수집될 수 있는 일련의 페이징 메시지를 전송하므로써 CMR 시
스템의 종래 페이징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현재 표준 구조나 포맷을 변형시키지 않고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CMR) 시스템의 셀
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이동 절환 센터(MSC)로부터 유사 셀룰러 장치로 데이타 시켄스를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므로써 종래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본 발명의 출원인과 관련된 벨사우스 모빌리티를 포함한 원격통신 서
비스 공급자들은 CMR 망을 통한 국가간 통신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이미 설치하였다. 본 발명가는, 상기 CMR 
시스템은 셀룰러 무선전화 망에 의해 제공되는 공지의 음성 통화에 따른 최소한의 충격으로 데이타 통신을 제공하는 신
규한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는 현존의 통신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본 발명은 중앙 위치와 하나이상의 원
격 사이트 사이의 데이타 통신을 위해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사용하므로써 통신 설비의 설치 베이스라는 장점을 
취하게 된다.
    

    
요약하면, 본 발명의 작동 환경은 데이타 소스로부터 데이타를 통신하기 위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이다. 상기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은 데이타 보고 장치 세트와, CMR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이동 절환 센터(MSC)와, 상기 MSC 에 연결
된 데이타 수집 시스템을 포함한다. 각각의 데이타 보고 장치는 모니터와 셀룰러 통신 장치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원
격 데이타 소스에 연결되는 상기 모니터는 선택된 데이타를 얻기 위해 원격 데이타 소스의 작동을 모니터한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대응의 모니터에 연결되며, 선택된 데이타에 응답하여 그 데이타를 함유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선
택된 데이타는 셀룰러 통신 장치가 먼저 그 자체를 인식하거나 MSC 와의 작동을 위해 등록할 때 CMR 시스템의 셀룰
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셀룰러 통신 장치는 선택된 데이타를 콜 방향 신호로 포맷된 메시
지에서 선택된 데이타를 전송한다. 상기 MSC 는 CMR 시스템의 커버 영역내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로부터 데이타 메시
지를 수신한다. 그후, 상기 MSC 는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메모리 
저장 장치에 연결된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각각의 데이타 메시지를 저장한 후,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한다.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저장된 데이타 메시지를 제 2 통신 링크를 통해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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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작동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이격된 사이트에 위치된다. 이것은 데이타 수집 시스템을 위한 위치에서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게 보다 편리한 중앙 위치에서 선택된 데이타의 처리를 허용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과 데이타 처리 시스템이 전형적
으로 분리된 사이트에 위치된다 하더라도, 데이타 수집 시스템과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작동은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설치하므로써 조합될 수 있거나 일체화될 수 있다.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데이타 메시지를 MSC 에 전송하는 셀룰러 통신장치를 독특하게 인식하는 설정된 인식 특성과 
설정 데이타를 포함한다. 데이타 메시지는 인식 신호에 응답하여 포맷될 수 있으며, 상기 인식 신호는 장치가 처음에 그 
자체를 CMR 시스템에 인식했을 때 셀룰러 무선전화 유니트에 의해 전송되는 등록 신호로도 언급된다. 선택적으로, 데
이타 메시지는 콜 방향 신호에 응답하도록 포맷될 수 있으며 상기 콜 방향 신호는 전화 콜을 향했을 때 셀룰러 무선전화
에 의해 전송된다. 인식 신호(콜 방향)는 이동 전화번호(mobile telephone number: MIN)와 전자 시리얼 번호(elec
tronic serial number: ESN)를 함유한 분리된 데이타 필드를 포함한다. 따라서, 설정된 인식 특성은 이동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데이타 필드내에 삽입되며, 선택된 데이타는 ESN 을 제공하는 데이타 필드내에 삽입된다. 각각의 셀룰러 통
신 장치는 상이한 설정 인식 특성으로 할당되는데, 이것은 종래 전화번호나, 또는 선택된 10 자리 번호, 또는 CMR 시
스템의 할당되지 않은 이동 전화번호 세트에 속하는 적어도 일부의 이동 전화번호[XXX XXXXXXX]일 수도 있다. 선택
적으로, MIN 필드는 국제 이동 스테이션 아이덴티티(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IMSI)나 그 일부일 수 
있다. MIN 과 유사한 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상기 IMSI 는 셀룰러 무선전화 유니트를 인식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자리 
세트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CMR 시스템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복합 페이지를 전송하므로써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된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페이지 메시지로 공지된 불연속 페이지를 위한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모니터하는데, 이것은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전방 오버헤드 제어 채널(FOCC)에 의해 디지털 데이타 스트림으
로 실행된다. 페이지는 전형적으로 인식 특성을 갖는 어드레스나 식별기를 포함한다. 상기 어드레스는 상기 어드레스를 
갖는 셀룰러 통신 장치와 선택적으로 통신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하나이상의 셀룰러 통신 장치를 어떤 작동 상태로 인
입시키는데 사용된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페이지의 어드레스를 전형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인 메모리에 지지된 하나이
상의 마스크와 비교하므로써 수신된 페이지가 타겟되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매치(match)는 전형적으로 페이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셀룰러 통신장치에 의해 취해진 동작의 코스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매치는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가 
정상 작동상태로부터 다른 작동상태로 전이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데이타 보고 시스템에 있어서, 셀룰러 통신장치는 정상 상태로부터 나와서, 설정된 특성을 갖는 페이지의 수신에 응답
하여 수신 장치 인식 상태로 들어간다. 셀룰러 통신장치는 FOCC 를 모니터하고 수신된 페이지의 설정 특성을 메모리에 
지지된 마스크와 비교하므로써 설정된 특성을 함유한 페이지를 수신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비교로부터 도
출된 매치는 설정된 특성을 갖는 페이지가 수신되었음을 나타낸다. 설정된 특성을 함유한 페이지는 CMR 시스템에 대
해 MIN 으로 서술되는 전화번호의 적어도 일부의 자리를 제공하도록 포맷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신 장치 식별기 상태에 있어서, 각각의 셀룰러 통신장치는 대응의 셀룰러 통신 장치에 할당된 특정의 식별기를 구비
한 페이지에 대한 FOCC 를 모니터한다. 할당된 특정의 식별기를 함유한 페이지가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특정 식별기가 메모리에 지지된 마스크와 매치되는지 실험하는 비교가 실행된다. 이러한 비교에 의해 도출된 매치
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페이지는 특정의 식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셀룰러 통신장치에 의해 억셉트되었음을 나타낸다. 
수신된 페이지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에 마스크 세트가 저장될 수 있다. 특정의 식별기를 포
함하는 페이지는 CMR 시스템에 대해 MIN 이나 전화번호 자리의 적어도 일부를 제공하도록 포맷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모니터 동작에 대한 시간 주기를 한정하기 위해, 각각의 셀룰러 통신장치는 일정한 시간 주기가 경과된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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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식별기를 갖는 페이지를 수신하지 않고 특정 식별기를 갖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모니터 동작을 종료하고, 정상 상태
로 복귀한다.
    

    
만일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가 특정 식별기를 갖는 페이지를 수신하였다면,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는 수신 데이타 상
태로 인입되어, 명령을 갖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모니터하기 시작한다.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
가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명령을 갖고 있는 페이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이러한 페이지의 각각의 데이타는 데이타 시켄
스를 함유한 집합 데이타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억셉트되어 조합된다. 환언하면, 데이타 시켄스는 설정된 페이지 수로부
터 얻어진 데이타 세트를 조합하므로써 형성된다. 데이타 시켄스는 수신 순서에 기초한 각각 수신된 명령 페이지 데이
타 세트를 시켄스내에 위치시키므로써 정렬된다. 선택적으로, 데이타 시켄스는 각각의 페이지에 할당된 시켄스 넘버에 
기초하여 정렬된다.
    

    
전형적인 명령은 하기와 같은 제어 동작 즉, (1) 비지 아이들 비트(Busy Idle Bit: BIT)의 로딩 동작과, (2)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에 연결된 타이머 장치에 설정 시간을 세팅 동작과, (3) 각각의 명령 페이지의 설정된 부분에 함유된 
데이타값을 인식하고, 데이타값을 포함하는 데이타 시켄스를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 외부의 장치에 제공하는 동작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타 시켄스는 BIB 데이타값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타 시켄스는 설정 시간에 대응하는 타이밍 데이타 
값을 포함한다.
    

도 13 도를 참조로 상세히 서술되는 바와 같이, 셀룰러 통신장치는 CMR 시스템의 모니터된 셀에 대한 RECC 에서의 
활동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FOCC 에 의해 이송된 BIB 신호를 모니터할 수 있다. 셀룰러 통신장
치는 RECC 에서의 활동 레벨이 임계값보다 낮아질 때까지 데이타 메시지를 MSC 에 전송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
BIB 로딩' 명령의 BIB 데이타값은 그 관찰동작중 셀룰러 통신장치에 의해 사용시의 최대 및 최소 임계값을 한정한다.

    
퀄리티 데이타 수신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는 검증 명령(verification command)을 함유한 페이지
에 대해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모니터하므로써 명령 페이지의 수신에 응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는 설정된 페이지 수를 수신한 후 검증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에 응답하여 검증 상태에 인입될 수 있다. 데이타 시켄
스는 데이타 시켄스가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적절하게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될 수 있다. 만일 
검증되었다면, 데이타 시켄스는 수신된 페이지에 의해 제공된 명령에 따라 작동될 수 있다.
    

상기 데이타 시켄스는 데이타가 적절히 검증되지 못할 경우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에 의해 폐기될 수 있다. 특히, 데이
타 시켄스는 검증명령에 의해 제공된 검증기간이 데이타 시켄스의 데이타에 의해 연산된 검증값과 매치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또한, 상기 데이타 시켄스는 검증 명령 페이지가 설정 최대 시간주기내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에도 폐기될 수 
있다.

    
상기 검증 처리는 검증값을 연산하고 이를 검증 페이지에 의해 이송된 검증 주기와 비교하므로써 명령 페이지에 의해 
제공된 데이타를 검증할 수 있다. 상기 검증값은 명령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의 십육진수 값의 합(hex value-s
um)을 생성하기 위해 명령을 함유한 각각의 페이지의 데이타 값의 각각의 자리 쌍을 총합하므로써 연산된다. 명령을 
함유하고 있는 제 1 페이지의 두번째 중요한 자리 쌍은 배타적 논리합 총합값을 생성하기 위해 명령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의 헥스 총합값으로 배타적 논리합 처리된다. 최종값은 헥스값을 갖는 배타적 논리합 총합값으로부터 십진
수 값(decimal value)을 갖는 총합값으로 변환된다. 그후, 연산된 검증 값은 검증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의 데이타 세트
를 표시하는 검증 기간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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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처리 외부에서, 데이타 시켄스는 수신된 명령 페이지 사이의 시간 주기가 설정의 최대 시간 주기를 초과한 경우 셀
룰러 통신장치에 의해 폐기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타 시켄스는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모니터할 동안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를 설정된 수보다 많이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폐기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설정된 페이지 시켄스를 CMR 시스템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FOCC 를 통해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에 전송하므로써 메시지를 통신할 수 있다. 각각의 셀룰러 통신장치는 정상 상태에서 작동할 동안 셀룰
러 망 제어 채널상에서 페이지를 모니터한다. 각각의 셀룰러 통신장치는 각각의 셀룰러 장치에 의해 저장된 제 1 마스
크(COMIN-12)와 매치되는 페이지중 하나를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정상 상태로부터 변환되어 수신장치 식별기 상태
(COMIM＿RCM＿DEVID 상태)에 인입된다. 수신장치 식별기 상태에서 작동되는 셀룰러 통신 장치는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에 대해 FOCC 를 모니터할 수 있다.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는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에 할당된 제 2 마스크와 매치되는 페이지를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수신장치 식별기 상태로부터 변환되어, 수신 데이타 상태(COMIN＿RCV＿DATA 상태)에 인입된다. 선택된 셀룰러 통
신장치는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에 대해 FOCC 를 모니터하기 위해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작동된다. 명령을 함유한 각각
의 페이지는 ABCDEddddx 포맷에서 자리 세트를 갖는 MIN 이나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포맷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디지트의 일부(ABCDE)는 제 1 마스크에 대응하며, 자리의 다른 부분(dddd)은 데이타에 대응하며, 나머지 그다지 중
요하지 않은 자리(x)는 명령을 나타낸다.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는 수신 데이타 상태(COM＿RCV＿DATA 상태)일동안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다. 특히, 데이타
는 설정된 명령 페이지 수를 수신한 것에 응답하여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명령 페이지는 하나의 명령을 나타내
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자리와 제 1 마스트를 매치시키는 부분을 포함한다.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는 (1)명령을 함유한 설정된 페이지 수를 수신하고, (2)검증 명령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자리와 제 1 마스크를 매치시키는 부분을 갖는 페이지중 하나를 수신한 것에 응답한 후, 수신 데이타 상태(COM
IN＿RCV＿DATA 상태)로부터 변환되어 검증 상태(COMIN＿VERIFY 상태)로 인입된다. 검증 상태에서, 선택된 셀룰
러 통신 장치는 인식된 데이타를 검증한다. 검증 과업은 검증 페이지의 검증 기간을 명령 함유 페이지에 의해 제공된 데
이타로 연산된 값과 비교하므로써 완료된다. 수신 데이타를 검증함에 따라,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는 명령에 따라 데
이타 시켄스로 작동될 수 있다.
    

    
서술한 본 발명의 특징은 이러한 장치 세트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사 셀룰러 장치에 의한 수신에 있다. 이것은 복
합 페이지의 조합에 의해 형성된 데이타 시켄스의 선택적 통신을 지지한다. 연장된 데이타 세트의 일반적 분배를 달성
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CMR 시스템에 대한 MSC 의 커버 영역내에서 모든 유사 셀룰러 장치에 의한 수신을 
위해 데이타 시켄스를 방송 형태로 포함하는 복합 페이지 통신을 지지한다. 특히, CMR 시스템에 대한 커버 범위내에서 
작동하는 셀룰러 통신 장치 세트와 MSC 사이에 데이타를 통신하기 위한 장치가 제공된다. 셀룰러 통신장치로부터 MS
C 로 데이타를 송신하기 위해, 셀룰러 통신 장치는 선택된 데이타를 함유하는 데이타 메시지를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RECC 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상기 MSC 는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여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에 전송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데이타 메시지 수신에 응답하여 선택된 데이
타를 수집할 수 있다.
    

    
상기 MSC 는 페이지와 콜된 페이지 메시지를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FOCC 를 통해 셀룰러 통신장치 세트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는 설정된 특성을 갖는 페이지에 대해 FOCC 를 모니터한다. 설정된 특성을 갖는 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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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각각의 셀룰러 통신 장치는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를 위해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모니터할 수 있다. 명령을 함유
한 설정된 페이지 수의 수신에 응답하여, 각각의 셀룰러 통신장치은 설정된 수의 명령 페이지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페이지로부터 취한 데이타는 일련의 데이타를 함유한 집합 데이타 메시지를 형성하기 위해 조합된다. 
따라서,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은 MSC 와 셀룰러 통신장치 사이에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쌍방향 통신 링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타 다른 목적과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
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양호한 작동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타 메시지지 시스템의 블럭도.

도 2 는 도 1 에 도시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이동 절환 센터(MSC)와 셀룰러 통신장치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3 은 도 1 에 도시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에 대한 데이타 보고 시스템의 블럭도.

도 4a 및 도 4b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페이징 메시지 세트를 전송하고 수신된 페이징 메시지의 데이타 값을 조합
하므로써 집합 메시지를 통신하는 단계를 도시한 논리 흐름도.

도 5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MSC 에 의해 셀룰러 통신장치에 전송된 페이지의 포맷
을 도시한 도면.

도 6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데이타 보고 시스템의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에 대한 동작 상태를 도시한 상태도.

도 7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명령을 함유한 수신 페이지에 응답하여 얻은 정확한 데이타 수신을 검증하는 방법을 
도시한 논리 흐름도.

도 8 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데이타 보고 시스템의 셀룰러 통신장치에 대한 동작 상태를 도시한 상태도.

    실시예

    
본 발명은 통상적으로 페이지로 언급되는 복합 페이징 메시지를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CMR) 시스템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데이타 시켄스를 형성하기 위해 수신된 페이지의 데이타 값을 조합하므로써 셀룰러 통신장치과
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셀룰러 통신장치가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전방 오버헤드 제어 채널(FOC
C)로 전송된 불연속 페이지를 수신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은 보다 높은 데이타 볼륨을 달성하
기 위해 일련의 페이지를 집합시킨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통신기능을 부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증가된 데이타 통신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페이지가 검사 및 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상기 증가된 데이타 통신 능력은 지시나 명령 및 데이타를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종래 페
이징 메카니즘은 전화 콜에 응답하여 선택된 셀룰러 장치를 지지하는 명령을 CMR 시스템을 구비한 레지스터에 전송하
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종래 셀룰러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불연속 페이지 처리와는 달리, 본 발명은 수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내용을 함유한 적절한 데이타 시켄스를 형성하기 위해 셀룰러 망 제어 채널에 의해 이송된 복합 페이지를 식
별한다. 본 발명은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나 CMR 시스템의 커버 영역내에 위치된 모든 셀룰러 통신장치에 의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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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페이지 시켄스를 전송하므로써 집합 메시지의 통신을 지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양호하게 실행되지만, 하나이상의 원격 사이트로부터 수집된 데이타
의 통신에 양호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종래 CMR 시스템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에서의 현존 구조를 채택한다. 미국 특
허 제 5,546,444호와 5,526,401호에 서술된 이러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에 있어서, 셀룰러 통신장치는 데이타 메시
지를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이동 절환 센터(MSC)로 전송할 수 있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셀룰러 통신장치는 MSC 로부터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해 페이지를 수신할 수 있다. 본 발
명은 수신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타 시켄스를 함유한 집합 메시지를 형성하기 위해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통한 복
합 페이지의 통신을 지지하므로써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에 부가적 통신 능력을 제공한다.

MSC 와 셀룰러 통신장치 사이의 데이타 메시지 통신은 데이타 통신을 위해 종래 기법과 공지의 프로토콜을 채택하므
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상세한 작동을 서술하기 전에, 전형적인 CMR 
시스템의 작동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CMR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라디오 커버 영역을 저 전력 송신기와 커버-제한 수신기를 사용하여 소형 커버 영역 또는 '
셀(cell)'로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한정된 커버 영역은 하나의 셀에 사용된 
라디오 채널이 다른 셀에도 재사용될 수 있게 한다. 하나의 셀내에 이동 무선전화가 셀과 그 인접 셀의 경계를 횡단하여 
이동될 때, 셀에 관련된 제어 회로는 이제 방금 유입된 셀에서 이동 무선전화의 신호 강도의 세기 여부를 검사하며, 이
동 무선전화와의 통신은 상기 방금 유입된 셀과 핸드-오프(hand-off)된다.
    

    
CMR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각각의 라디오 채널과 각각의 셀에 대해 한쌍의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한다. 각각의 셀은 전
형적으로 셀룰러 망 제어 채널로 언급되는 적어도 하나의 신호 채널이나 억세스 채널 및 일부 음성을 포함한다. 상기 제
어 채널은 이동 및 포터블 무선전화로부터의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도록 선택되어, 통화가 이루어지는 설정 음성 채널로 
상기 이동 및 포터블 무선전화가 튜닝되도록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제어 채널은 이동 및 포터블 무선전화의 통
신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데이타의 수신 및 송신을 책임진다.
    

    
상기 제어 채널은 MSC로부터 무선전화 유니트로 통신하기 위한 FOCC 와, 무선전화 유니트로부터 MSC로 통신하기 위
한 역방향 오버헤드 제어 채널(FOCC)를 포함한다. 상기 FOCC 는 메시지 데이타 단어의 복합 데이타 흐름과, 비지 아
이들 신호와 비지 아이들 비트를 공급한다.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는 RECC 의 현재 상태에 대한 무선전화 모니터에 지
시를 공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만일 RECC 가 무선전화 유니트에 의해 사용중이라면, 상기 RECC 는 비지(busy)
인 것으로 판단하고, 비지 아이들 비트는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된다. 선택적으로, 만일 RECC 가 사용되지 않는
다면, RECC 는 아이들인 것으로 판단하며, 비지 아니들 비트는 2진법중 0으로 세팅된다. 이동 무선전화는 FOCC 에 의
해 전송된 비지 아이들 비트를 모니터하고, 만일 비지 아이들 비트가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되었다면 이동 무선전
화는 비지 아이들 비트가 2진법중 0 으로 세팅될 때까지 RECC 상에서의 전송을 지연한다. 따라서, 무선전화는 비지 상
태로부터 아이들 상태로의 전이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 창(window of opportunity)일 동안 제어 채널상에서 전송하게 
된다. 특히, 상기 비지 아이들 비트는 제어 채널상에어의 신호 작동의 즉각 투시를 제공하며, 종래 무선전화는 제어 채
널 작동의 이와 같은 속사(速寫: snapshot)에 응답하게 된다.
    

미국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에 대한 데이타 메시지 및 라디오 채널 시방서는 연방 통신 위원회(FCC) 도켓 번호 79-
318 호에 소속된 리포트 및 오더에서 C.F.R. 22-47 에 따라 실행되는 전자 산업 연합회/원격통신 산업 연합회(EIA/
TIA-553) 제 553 조에 서술되어 있다. EIA/TIA-553 의 복사본은 미국 20006 워싱턴 디.시. 노스웨스트 펜실베니
아 애버뉴 2001 소재의 전자 산업 연합회의 엔지니어링 개발부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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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이동 무선전화가 콜을 방출할 때는 서빙 콜에 일련의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통상적
으로 콜 방위(Call Origination)로 언급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EIA/TIA-553 에 의해 한정된다. 이와 같은 데이타 
메시지는 이동 식별 번호(MIN)로 공지된 유니트의 전화번화의 저순위 7자리와, 유니트의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는 유
니트의 스테이션 클라스 마크(Station Class Mark: SCM)와, 콜 어드레스나 다이얼된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셀룰러 
시스템 작동자는 전형적으로 셀룰러 유니트 전화번호의 고순위 3자리인 MIN2 를 포함하는 전송될 부가적 데이타 단어
와 전자 시리얼 번호을 요구한다. 상기 MIN 은 가입자에 의해 선택된 셀룰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특정의 무선전화 
유니트에 할당된다. 상기 MIN 은 CMR 시스템 작동자에게는 독특한 정보를 함유하는데, 예를 들어 MIN 의 첫번째 3
자리('XXX')는 영역 코드에 대응하며, 다음 3자리('XXX')는 영역 코드내에서의 지리적 위치에 대응하며, 마지막 4자
리('XXXX')는 특정한 설비 부재를 식별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ESN 은 각각의 이동 셀룰러 무선전화 유니트에 독특한 
것으로서, 제조자에 대한 상이점과 일부의 경우 모델 넘버와 제조일자 등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포맷을 포함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먼저 셀에 제공되며, 그후 데이타 링크를 통해 이동 전화 센터로도 서술되는 이동 전화 절환 센터로 제
공된다. 또한 '스위치'로 공지되어 있는 MSC 에 의해 이동 무선전화와 기타 원격통신 망 사이의 음성 연결을 달성된다. 
특정 전화에 대응하는 MSC 의 데이타베이스에 인입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SC 에서는 전형적으로 유니트의 
전화번호와 일련 번호 및 기타 무선전화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조사하므로써 무선전화가 인증된 사용자나 가입자인
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MSC의 선택적 기능은 콜 방위 메시지의 일부로 수신된 ESN 과 MIN 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만일 MIN 이 유효하고 무선전화가 주어진 셀룰러 시스템 즉, '홈' 유니트내에 가입
자로 식별되었다면, 수신된 ESN 은 기만(fraud)을 검출하기 위해 MSC 의 데이타 베이스 ESN 엔트리와 비교된다. 만
일 이러한 검사가 성공적이라면, 셀룰러 콜의 진행이 허용된다.
    

    
먼저 이동 무선전화가 작동되거나 이미 작동중인 CMR 시스템에 인입될 때, 유니트는 그 자체를 시스템내에 제공된 활
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공지되어 있다. 무선전화는 자동 등록(Autonomous Registration)으로 공지된 처
리를 통해 콜 방위 메시지와 유사한 데이타 패킷을 제공하므로써 그 자체를 식별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식별 신호 또는 
등록 신호로도 언급되는 상기 자동 등록 신호는 적어도 이동 전화번호 즉, MIN 과 ESN 에 대한 데이타 필드를 포함한
다. 자동 등록의 본래 설계 의도는 MSC 에 각각의 무선전화 유니트의 근접 위치를 알게 하므로써 포텐셜 퓨쳐 콜 분배
를 개선하고, 모든 페이지 콜이 특정의 셀룰러 유니트를 찾게 할 필요성을 경감시키므로써 페이징 채널 부하를 감축하
기 위한 것이다. MSC 가 이를 알았을 때는 마지막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영역이나 셀에 나중에 '페이지' 하거나 셀룰
러 유니트를 울릴수 있다. 추가 셀은 초기 페이지가 특정 무선전화에 위치되지 않을 때에만 페이지된다. 따라서, 자동 
등록은 단순히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셀 유니트에 의해 셀로부터 이미 수신된 데이타 변수에서 특정화된 간격으
로 이동 무선전화로부터 서빙 셀로 전송된 메시지 세트이다.
    

    
도면에 있어서, 유사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도면부호가 부여되었으며, 도 1 은 CMR 시스템(8)내에서 작동되는 데이
타 메시지 시스템(10)을 도시하고 있다. 도 1 에 있어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수많은 데이타 소스와 연관된 
보고시스템에 의해 중앙 데이타 수집 사이트로 데이타의 수집 및 통신을 지지한다. 포터블이니 이동 통신에 양호하게 
적용되는 CMR 시스템의 환경내에서 작동하므로써,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현존의 광대역 통신 망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종래 전화 설비나 종래 쌍방향 라디오를 통해 각각의 원격 데이타 사이트와의 통신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유틸리티 미터와 통신 안테나 텔레비젼(CATV) 페이퍼뷰(pay-per-view: PPV) 터미널, 격
리된 사이트에서 작동되는 설비와 안전 경보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데이타 소스로부터 수집된 통신 데이타를 포함한 데
이타 메시지 시스템(10)에 다양한 통신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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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데이타를 하나이상의 원격 사이트로부터 중앙 위치로 통신하기 위해 현존의 CMR 
환경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래 전화 통화를 위한 CMR 시스템의 음성 채널 사용을 보존하기 위해, 상기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데이타 통신용 CMR 시스템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사용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CMR 시스템의 음성 
채널에 사용되는 가용 주파수 스펙트럼의 대화를 허용한다.

    
전형적인 CMR 시스템은 셀(12)에 의해 표시된 지리적 라디오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는데, 그 복수개의 셀은 전형적인 
셀룰러 서비스 오퍼레이터 시스템에 제공된다. 상기 셀(12)은 셀(12)내에서 작동하는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와 셀 제
어부(16)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방송용 안테나(14)에 의해 서빙된다. MSC(24)와 같은 이동 전화 절환 오피스
는 셀 제어부(16)와 MSC(24) 사이의 전화 설비나 셀-이동 전환 센터 데이타 링크(22)에 의해 셀(12)과 통신할 수 
있다. 상기 데이타 링크(22)의 적어도 일부는 전형적으로 셀(12)과 MSC(24) 사이에 위치된 마이크로웨이브 링크(2
0)와 같은 무선 통신 링크에 의해 지지된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종래 CMR 시스템은 이상적으로 설치된 셀 사이트(12)의 적절한 어레이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전화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MSC(24)는 셀(12)에서 작동되는 이동 무선전화를 포함한 
무선전화를 전화 설비(28)를 통해 공중절환식 전화 망(PSTN)에 연결한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CMR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통해 수집된 데이타를 MSC(24)에 통신하기 위해 셀룰러 통
신 장치(34)와 원격 데이타 소스(30)로부터 데이타를 수집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모니터(32)를 각각 포함하는 데이
타 보고 장치 세트(29)를 포함한다. 신호 통로(31)를 통해 대응의 원격 데이타 소스(30)에 연결된 모니터(32)는 데이
타 소스(30)의 작동이나 성능 특성에 관한 선택된 정보를 획득하여 기록한다. 또한, 신호 통로(33)를 통해 대응의 모
니터(32)에 연결된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선택된 데이타를 함유한 데이타 패킷을 준비하여 이를 데이타 메시지로 
송신한다. 선택된 데이타는 데이타 소스(30)의 작동이나 성능에 관한 모니터에 응답하여 모니터(32)에 의해 획득된 
실제 데이타를 제공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선택된 데이타는 데이타 소스(30)를 위해 이러한 경우의 검출과 관련된 설
정 데이타나 프로그램 메시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MSC(24)는 방송 안테나(14)와 셀룰러 통신장치(34) 사이의 셀룰러 통신 링크(36)와 데이타 링크(22)를 조합하여 
형성된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와 같은 통신 링크의 조합은 일괄하여 제어 채널
로 언급된다. 종래 CMR 시스템을 위한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은 통상적으로 FOCC 38a 와 RECC 38b 로 표현되는 2개
의 라디오 채널을 포함한다. 상기 FOCC 38a 는 MSC에 의해 무선 전화 유니트로 시작된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RECC 38b 는 무선전화로부터 MSC(24)로의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통신 작동은 MSC(
34)와 셀룰러 통신장치(34) 사이의 통신을 위해 이와 같은 협정을 사용한다. 특히, 상기 제어 채널(38)은 2개의 분리
된 데이타 통신 통로와, MSC(24)에 의해 시작되는 통신을 위한 FOCC 38a 와, 셀룰러 통신장치(34)(또는 셀내에서 
작동되는 이동 무선전화)에 의해 시작되는 통신을 위한 RECC 38b 를 포함한다. 따라서, 셀룰러 통신장치(34)는 REC
C 38b 를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며, MSC(24)는 FOCC 38a 를 통해 명령 신호를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상기 MSC(24)는 CMR 시스템(8)을 위해 셀의 어레리의 커버 영역내에서 작동되는 각각의 셀
룰러 통신장치(34)로부터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데이타 메시지가 실제 무선전화 제어 정보에 함유된 
변수가 아닌 선택된 데이타를 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MSC(24)는 셀내에서 작동되는 종래 무선선화에 의해 전송된 
것처럼 데이타 메시지에 따라 작동되는데, 그 이유는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무선전화 유니트에 의해 생성된 콜 방위 신
호나 등록 신호로 나타나도록 포맷되기 때문이다.
    

    

 - 11 -



등록특허 10-0329160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C(24)는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 데이타 메시지를 저장하는 단계와,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공급된 선택 데이타를 처리하는 단계와,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
로 이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메모리 저장 장치(44)에 연결되는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된 데이타 메시
지를 메모리 저장장치(44)내에 저장하므로써 선택된 데이타를 수집한다. 상기 MSC(24)와 마찬가지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소스(30)의 성능이나 작동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를 제 2 통신 링크(48)를 통해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
로 전송한다. 상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은 전형적으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부터 이격위치되며, 중앙 사이
트에서 선택 데이타의 편리한 처리를 촉진시킨다. 상기 제 2 통신 링크(48)는 전형적으로 종래 전화 설비와, 데이타 링
크와, 또는 무선 통신 링크에 의해 실행된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의 용도에 대한 전형적인 실시예는 전기 부하 시스템의 부하를 모니터하고 에너지 소비 데이
타를 처리용 중앙 사이트에 통신하는 것이다. 유틸리티 산업은 전형적으로 부하 관리활동중 소비자를 위해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수집하거나 모니터하므로써 선택된 제어 시나리오에 대한 전기 부하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특히, 
유틸리티는 수집 기간중 선택된 소비자에 의해 소비된 최대 에너지와 부하 관리 활동이 없을 때 이러한 소비자에 의해 
소비된 최대 에너지를 비교한다. 유틸리티는 설정된 기간중 소비자의 동력 소모를 기록하기 위해 각 소비자의 전기 부
하에 인접위치된 부하 프로필 레코더를 사용한다. 수집 시간의 종료에 따라, 기록된 에너지 소비 데이타는 각각의 부하 
프로필 레코더로부터 데이타 전환 및 평가를 위한 중앙 데이타 처리 사이트로 이동된다. 부하 프로필 레코더에 의해 기
록된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데이타 처리 사이트로 전송하기 위해 종래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널리 공지되어 있
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32)는 데이타 소스(30), 이경우 전기 부하로부터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얻기 위한 부하 프로필 레
코더로 작동된다. 그후,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함유한 데이타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한다. 
상기 MSC(24)는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이송하며, 이에 
따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
에 따라, 유틸리티는 유틸리티의 평가 효율과 그 전기 부하 관리 프로그램의 비용에 따른 장점을 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
기 부하로부터 에너지 소비 데이타를 수집할 수있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은 다양한 데이타 수집 및 보고 활동에 유용하며 이러한 실시예가 본 발명의 적용 범위를 제
한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도 1 에 있어서, 셀룰러 통신장치(34)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MSC(24)는 전형적으로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는 셀룰러 통신장치(34)가 셀룰러 시스템(8)이나 기타 다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가입자인
지 여부와 인증된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데이타 메시지 포맷에 대해 하기에 
서술되는 바와 같이, 데이타 메시지는 셀룰러 통신장치(34)가 원격지이거나 외국의 셀룰러 시스템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무선전화인지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MSC(24)는 셀룰러 통신장치(34)
는 '로머(roamer)'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다른 셀룰러 시스템, 이 경우 원격 셀룰러 시스템
에 의해 제공된 셀룰러 서비스와 합병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상기 MSC(24)는 특정 셀룰러 시스템에 
속하는 데이타 메시지에서의 이러한 정보를 식별하는 리스트나 데이타베이스를 유지하며,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를 체크
하므로써 셀룰러 통신장치(34)가 가입자인지 로머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MSC(24)는 데이타 메시
지를 CMR 시스템(8)내에서 작동되는 로밍 이동 무선전화로부터의 전송물인 것으로 해석한다.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식별된 원격 셀룰러 시스템은 전화 통화를 지지하기 위한 실제 작동되는 셀룰러 시스템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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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수집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표시된다. 셀룰러 통신장치(34)가 실제로 원격 셀룰
러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상기 MSC(24)는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한다.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24)로 데이타 메시지에 관련된 로머가 유효한지의 
여부와 원격 셀룰러 시스템의 인증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므로써 응답하게 된다. 그후,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등록된 무선전화로서 MSC(24)에서 등록된 로머의 데이타베이스에 부가된다.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24)와는 달리 원격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 데이타를 함유한 데이
타 메시지를 수신하며, 상기 데이타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원격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필요한 데이타를 함유하
고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등록된 로머의 리스트로부터 셀룰러 통신장치(34)를 삭제할 
것을 MSC(24)에게 지지하는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한다. 상기 MSC(24)는 로밍 무선전화가 다른 셀룰러 시스템
으로 이동하여 다른 시스템상에서의 동작을 등록할 때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
라서, MSC(24)의 데이타베이스는 데이타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전송한 후에는 셀룰러 통신장치(34)에 
관한 등록 정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선택적으로, 상기 MSC(24)는 시간 간격의 완료에 따라 그 등록 정보의 데이타베이스를 소거한다.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로머가 유용한 사용인지를 확인하고 MSC(24)에게 시간 간격 완료시 등록 엔트리를 소거할 것을 지시하
므로써 데이타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다. 분리된 선택으로, 상기 MSC(24)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부터 지시가 
없어도 시간 간격주기의 완료에 따라 MSC 데이타베이스로부터 등록 엔트리를 자동으로 소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
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셀룰러 통신장치(34)가 유효 사용자인 것을 나타낸 것을 확인한 후 MSC(24)에 더 이
상의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기 MSC(24)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EIA/TIA 인터림 규범 41(IS-41 스탠다드)에 필적할 수 있다. 상기 IS
-41 규범은 2개의 셀룰러 시스템 사이의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한정한다. 상기 IS-41 규범은 콜이 CMR 시스
템의 셀 사이에서 핸드오프되는 방식과는 달리 셀룰러 콜이 비유사한 셀룰러 시스템 사이에서 핸드오프되게 한다. 또한, 
IS-41 규범은 셀룰러 콜러가 유효 셀룰러 서비스 가입자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통신 교환과 콜 분배를 허용한
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MSC(24)는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에 핸드
오프하거나 이송하게 된다. 응답시,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데이타 메시지의 소스, 특히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유효 
셀룰러 소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유효 메시지를 링크(42)를 통해 전송한다.
    

    
특히,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가 셀룰러 통신장치(34)에 의해 전송된 선택 데이타를 함
유하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된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하고, 그 데이타 메시지에
서 설정의 식별 특성을 데이타베이스에서의 그러한 특성 리스트와 비교한다. 이러한 데이타베이스는 각각의 공지된 셀
룰러 통신장치(34)에 대한 설정된 식별 특성의 엔트리와 유효 셀룰러 소스로서 그 관련 장치인 것을 식별하는 대응의 
데이타를 함유한다. 포지티브 매치의 획득에 따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24)에 검증 메시지를 전송하므로
써 수신 데이타 메시지에 양호하게 응답할 수 있다.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은 네거티브 매치에 응답하여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대한 유효 엔트리의 부재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MSC(24)에 이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효 메시지는 특정 셀룰러 소스에 의해 사용이 인증된 통신 서비스의 프로필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용자 프로필은 장기간 서비스에 대한 억세스와, 셀룰러 시스템을 통해 콜을 발생(수신은 하지 않는다)시키기
만 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전형적으로 셀룰러 소스에 대한 작동 제한점을 형성한다. 상기 사용자 프로필 정보는 MSC(

 - 13 -



등록특허 10-0329160

 
24)에게 일정 시간 주기가 경과한 후에는 특정 셀룰러 통신장치에 대한 등록 엔트리를 그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삭제할 
것을 명령하는 지시를 함유할 수도 있다. 이것은 MSC(24)에게 MSC(24)에 등록하므로써 셀룰러 시스템(8)을 통해 
그 데이타 메시지와 통신하는 셀룰러 통신장치(34)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소거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
은 장치는 MSC(24)의 연속한 통신 지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수신 데이타 메시지에 제공된 선택 데이타를 메모리 저장장치(44)내에 저장하여, 선택된 
데이타를 처리하고 그 최종 데이타를 저장하거나, 상기 선택 데이타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전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선택 데이타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에 전송하기 전에,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데이타 메시지를 데
이타 처리 시스템(46)으로 이송하기 위해 먼저 데이타 메지지를 허용가능한 통신 프로토콜로 변환한다. 이러한 단계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46)과 통신하기 전에 필요한데, 그 이유는 상기 MSC(24)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는 달리, 
데이타 처리 시스템(46)과 제 2 통신 링크(48)는 그 어느것도 IS-41 규범에 필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기 MSC(24)가 전형적으로 외국 셀룰러 시스템과 관련된 로머로서 셀룰러 통신장치(34)를 처리하도록 프로그램되
었지만, MSC(24)의 데이타베이스는 셀룰러 시스템(8)의 셀내에 작동되는 이러한 셀룰러 통신장치(34)의 설정된 식
별 특성에 대한 엔트리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러한 장치(34)로부터 제어 채널(38)
을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이러한 데이타베이스 엔트리를 함유한 MSC(24)는 전송 셀룰러 통신장치(3
4)를 로머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홈(home)' 유니트로 식별할 것인데, 그 이유는 상기 MSC 데이타베이스는 메시지
에 의해 공급된 설정 식별 특성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MSC(24)는 전송 셀룰러 
통신장치(34)를 셀룰러 시스템(8)의 홈 유니트로 등록한다. 이것은 이러한 셀룰러 소스가 유효 사용자인지 또는 셀룰
러 서비스의 유효 가입가인지를 알기 위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같은 외국 셀룰러 시스템과 접촉할 부가적인 필
요성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데이타 메시지 정보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이송을 시작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서의 MSC(24)는 데이
타 메시지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이송될 것을 인식한다. 특히,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관련된 설정의 식별 
특성의 일부에 따라, 상기 MSC(24)는 이러한 특성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전송
하도록 스위치에 명령하는 엔트리를 데이타베이스에 위치시킨다. 따라서, 상기 MSC(24)는 데이타 메시지를 제 1 통신 
링크(42)를 통해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으로 이송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된다.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의 일 실시예는 서비스 회로 노드를 갖는 
컴퓨터이다. MSC(24)와 같은 이러한 스위치 제조자는 모토로라 EMX 스위치와 기타 다른 벤더 독점판매 스위치를 포
함하여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의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스위치 제조자는 뉴져지 휘패니 소
재의 AT& T 뉴욕 시스템즈과, 텍사스 리챠드슨 소재의 에릭슨 라디오 시스템즈와, 매릴랜드 저맨타운 소재의 휴즈 망 
시스템즈와, 일리노이즈 샤윰버그 소재의 모토로라 등이 있다.
    

셀룰러 시스템(8)은 AMP 또는 DAMP 셀룰러 시스템에 의해 실행된다. 그러나, 셀룰러 시스템(8)은 이동-셀 통신을 
위한 제어 채널을 작동시키는 다른 셀룰러 시스템에 필적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상기 CMR 시스템(8)은 셀(12)과 같은 셀 어레이를 포함하며, 모니터(32)와 셀룰러 통신장치(34)에 의해 형성되는 
보고 시스템 세트(29)는 전형적으로 셀에 위치된다. 셀(12)내의 각각의 데이타 소스(30)에 대해, 모니터(32)와 셀룰
러 통신장치(34)는 신호 통로(31, 33)의 길이를 가능한 축소시키기 위해 데이타 소스(30)에 근접하여 위치된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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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경제적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기 모니터(32)와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동일한 하우징내에 조합될 수 있
으며, 이러한 하우징은 데이타 소스(30)에 인접하여 설치되거나 이와 일체로 설치될 수도 있다. 데이타 소스(30)에 인
접한 설치를 위해, 신호 통로(31)와 신호 통로(33)는 연결 장치 사이에 하드와이어형 연결을 형성한다. 그러나, 상기 
신호 통로(31, 33)는 적외선 통신 링크나 무선 통신 링크로 조작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단일의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중앙 사이트에 위치된 관련의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복합 모니터(32)에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의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오피스 빌딩을 따라 또는 그 내부
에서 중앙 위치에 장착될 수 있으며, 상기 복합 모니터(32)는 관련 데이타 소스(30)로부터 데이타를 획득하기 위해 빌
딩에 분배될 수 있다.

    
상기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MSC(24)에 인접하여 위치되거나 이와 일체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1 통신 
링크(42)는 장치 사이에 하드 와이어형 연결을 형성한다. 그러나,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은 원격 사이트에도 위치될 
수 있다. 원격 사이트에 설치시, 상기 제 1 통신 링크(42)는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이나 또는 
종래 전화 설비와 같은 데이타 라인으로 조작될 수 있다. 특정 형태의 데이타 수집을 지원하는 부서의 편리함에 따라, 
데이타 처리 시스템(46)은 전형적으로 지원 부서에 인접한 다른 원격 사이트에 위치된다.
    

    
도 2 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에 의해 통시되는 데이타 메시지에 대한 포맷을 도시하고 있다. 도 1 및 도 2 에 있
어서, 데이타 메시지를 위한 데이타 레코드(50)는 원격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얻은 선택 데이타를 위한 데이타 필드
(54)와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시작하는 셀룰러 통신장치(34)를 독특하게 식별하는 설정된 식별 특성에 대한 데이타 
필드(52)를 포함한다. CMR 시스템(8)의 현재 구조에 대한 장점을 취득하기 위해, 데이타 메시지에 대한 포맷은 그 자
신을 CMR 시스템(8)과 같은 CMR 시스템에 먼저 식별하였을 때 셀룰러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식별 신호에 대한 
메시지 포맷과 동일하다.
    

등록 신호에 관련된 데이타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므로써,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이동 전화번호와 ESN 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므로써 MSC(24)에 등록된다. 셀룰러 통신장치(34)를 종래 음성기본형 
셀룰러 전화 콜에 위치시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34)는 MSC(24)과의 작동을 등록하므로
써 필드로부터 선택된 데이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선택적으로, 데이타 메시지에 대한 포맷은 전화 콜을 발생하였을 때 셀룰러 무선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콜 발생 신호에 
대한 데이타 레코드나 포맷과 동일하다. 등록 신호에 대한 포맷과 마찬가지로,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콜 발생 신호로 
포맷되는 데이타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하므로써 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MSC(24)가 이동 전화
번호나 ESN 을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타 메시지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데이타 메시지는 실제로 이
동 전화번호나 ESN 에 정상적으로 보존되는 하나이상의 데이타 필내에 위치된 선택된 데이타와 통신하는데 사용된다. 
콜 발생 신호 포맷이 셀룰러 통신장치로부터 MSC로 데이타를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데이타 메시지 시스
템(10)은 콜 발생이 아닌 데이타 통신을 위해 이러한 포맷을 사용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도 2 에 데이타 레코드(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록 신호(콜 발생)를 위한 표준 메시지 포맷은 특정의 전송 셀룰러 
통신장치(34)의 식별과 선택된 데이타의 통신을 허용하는 데이타 메시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설정된 식별 특성
에 대한 데이타 필드(52)는 셀룰러 통신장치(34)에 할당된 MIN 이나 이동 전화번호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한다. 따라
서, 설정된 식별 특성은 식별 신호에서 MIN 으로 정상적으로 보존된 데이타 필드내에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설정 
식별 특성은 할당되지 않은 이동 전화번호 세트에 속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각각의 셀룰러 통신장치에 할당된 상기 설
정 식별 특성은 종래 전화번호나 10 자리 세트일 수 있다. 설정된 식별 특성은 원격 데이타 소스(30)에 관련된 셀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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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치(34)를 독특하게 식별하므로써 데이타 소스의 식별을 하용한다. 상기 설정된 식별 특성은 이와 같은 설정 식
별 특성을 함유한 데이타 메시지가 데이타 수집 시스템(40)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기 위해 MSC(24)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를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원격 데이타에 대한 데이타 메시지의 데이타 필드(54)는 ESN 에 대한 데이타 레코드내의 위치에 대응한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상기 ESN 은 32 비트로 길며, 제조자 코드로는 8비트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제조
자 코드 세그먼트에 기초하여 ESN 을 리뷰하거나 스크린하지 않는 셀룰러 시스템에 있어서, 선택된 데이타의 32 비트
를 함유하는 데이타 필드(54)를 갖는 데이타 메시지를 공급하기 위해 ESN 에 의해 충진된 데이타 필드를 조작할 수 있
다. 그러나, 만일 셀룰러 시스템이 ESN 의 제조자 코드 세그먼트를 사용한다면, 데이타 필드(54)내에 선택된 데이타는 
ESN 의 나머지 24 비트에 의해 한정된 길이를 포한한다. 최적의 용도를 위해, ESN 의 제조자 코드 세그먼를 조작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24 비트의 선택된 데이타(필요에 따라, 종래 ESN 을 위해 8비트의 제조자 코드 세그먼트)를 
갖는 데이타 메시지는 관련의 데이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도 3 은 보고 시스템(29)의 부품, 즉 모니터(32)와 셀룰러 통신장치(34)를 도시하고 있다. 도 1 및 도 3 에 있어서, 
모니터(32)는 레코더(60)와, 메모리(62)와 하나이상의 센서(64)를 포함한다. 신호 통로(31)를 통해 데이타 소스(3
0)에 연결되는 레코더(60)는 데이타소스(30)의 작동 특성이나 성능 특성을 검출하기 위해 센서(64)를 사용한다. 검
출된 특성은 메모리 저장장치(62)내에 저장된 선택 데이타를 제공한다. 상기 메모리(62)는 랜덤 억세스 메모리(RAM)
이다. 그러나, 상기 메모리(62)는 플래시 메모리나 가요성 디스켓, 컴퓨터 하드 디스켓이나 기타 광 디스켓과 같은 다
른 형태의 데이타 저장 장치에 의해서도 조작될 수 있다.
    

상기 신호 통로(31)는 선택된 데이타를 레코더(60)에 전송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신호 채널을 제공하며, 상기 레코더
(60)는 단일 또는 복합 채널 레코딩 장치로 조작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각각의 신호 채널은 데이타 소스(30)에 
대해 상이한 작동 특성 및 성능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일정한 용도에 사용시, 상기 레코더(60)는 데이타 소스(30)로부터의 선택된 데이타를 설정된 시간주기동안 기록한다. 
상기 레코더(60)에 연결된 시계(66)는 레코더(60)에 타이밍 데이타를 제공하므로써, 레코더(60)가 선택 데이타에 시
간 태그를 부가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시간 태그는 기록 동작의 각각의 설정 시간주기의 초기에 대한 관련의 시간을 표
시한다. 설정된 시간주기가 공지된 값으로 가정할 경우, 시간 태그 데이타의 부가는 각각의 데이타 기록 동작의 시작 및 
완료 시간을 연산할 수 있게 한다. 선택된 데이타와 데이타 수집 시간의 상호관계는 일정한 처리 동작에 바람직한다. 상
기 시계(66)는 하드웨어 장치에 의해 제공된 종래 카운터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루틴으로 
조작될 수 있다.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데이타 수신기(70)와, 셀룰러 송신기(72)와, 제어기(74)를 포함한다. 신호 통로(33)를 통해 
상기 레코더(60)에 연결된 데이타 수신기(70)는 모니터(32)에 의해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얻은 선택된 데이타를 수
신한다. 데이타 수신기(70)와 셀룰러 송신기(72)에 연결된 제어기(74)는 데이타 수신기(70)와 셀룰러 통신기(72)의 
동작을 각각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74)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방식으로 동작을 제어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는 마
이크로프로세서에 기초한 제어 시스템이다.
    

    
선택된 데이타에 응답하여, 제어기(74)는 셀룰러 송신기(72)에 관련된 설정 식별 특성과 상기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 데이타를 준비한다. 상기 셀룰러 송신기(72)는 CMR 시스템(8)의 제어 채널(38)을 통해 대응의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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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송하므로써 데이타 패킷에 응답한다. 특히, 셀룰러 송신기(72)는 데이타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하기 
위해 제어 채널(38)의 RECC 를 사용한다. 상기 셀룰러 송신기(72)가 무선전화 유니트를 위한 종래 송신기로 사용되
었지만, 양호한 셀룰러 송신기(72)는 데이타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해 CMR 시스템(8)의 데이타 라디오 채널만을 사용
한다.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쌍방향 데이타 통로를 통해 제어기(74)에 연겨된 메모리 저장장치(76)를 부가로 포함한
다. 데이타 수신기(70)에 의해 수신된 선택된 데이타는 셀룰러 송신기(72)에 의해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메
모리 저장장치(76)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저장장치(76)가 메모리 저장장치(62)로부터 분리된 메모리인 것으
로 도시되었지만, 상기 메모리 저장장치(62, 76)는 레코더(60)와 제어기(74)에 의해 접근가능한 단일의 메모리로 조
작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셀룰러 통신장치를 모니터(32)와 같은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도 3 에 단일 통로(33)로 도시된 바와 같이 두 장
치 사이에는 신호 통로가 연결된다. 신호 통로(33)는 RS-232 시리얼 프로토콜을 포함하며 공지의 프로토콜에 필적할 
수 있는 종래 데이타 통신 링크로 조작될 수 있다. 두 장치 사이의 데이타 교환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신호 통로(33)
는 쌍방향 신호 통로가 바람직하다. 상기 신호 통로(33)에 연결된 외부 포트와 함께,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다른 외
부 데이타 포트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가적인 데이타 포트는 제어기(74)와 데이타 수신기와 송신기 또는 메모
리 저장장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포트는 필드 작동전에 셀룰러 통신 장치(34)를 프로그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외부 포트는 셀룰러 통신장치로부터 다른 장치로 데이타를 출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
기 셀룰러 통신장치는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단일 외부 포트에 한정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포트를 부가로 
포함할 수도 있다.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의 FOCC 를 통해 MSC(24)로부터 통신을 수신하기 위해,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셀룰
러 수신기(78)를 포함한다. 제어기(74)에 연결되는 셀룰러 수신기(78)는 종래 무선전화용 셀룰러 수신기로 조작될 수 
있다. 그러나, 셀룰러 송신기(72)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셀룰러 수신기(78)는 CMR 시스템의 음성 라디오 채널이 아니
라 주로 데이타 라디오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신하도록 작동된다.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FOCC 는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의 FOCC 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비지 아이들 비트의 스트림을 
이송한다. 상기 RECC 는 비지 아이들 비트가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될 경우 비지(busy)이다. 제어 채널(38)상
에서 정상적인 제어 신호 트래픽에 따라 셀(12)내에 하나이상의 셀룰러 통신장치(34)에 의한 전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셀룰러 송신기(72)는 채널이 가용중이거나 가용인 것처럼 보일 때 이러한 주기중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
다. 따라서, 셀룰러 수신기(78)는 모니터된 셀을 위해 RECC 상에서의 활동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어 채널
(38)의 FOCC 를 모니터한다. FOCC 를 모니터하고 설정된 시간주기동안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된 비지 아이들 
비트의 수를 카운트하므로써,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이러한 시간주기중 제어 채널 활동 레벨을 결정할 수있다. 만일 
제어 채널 활동 레벨이 제어 채널상에서 활동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연관되는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제어기(74)는 
데이타 패킷을 셀룰러 송신기(72)에 공급한다. 응답시, 셀룰러 송신기(72)는 제어 채널(38)의 RECC 를 통해 MSC(
24)에 데이타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다.
    

    
특히,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일련의 설정된 시간주기동안 제어 채널(38)의 FOCC 에 의해 이송된 비지 아이들 비트
를 모니터한다.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34)는 각각의 모니터 시간주기에 대해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된 비지 아이
들 비트의 가장 큰 카운트의 작동 평균값과, 모니터 시간주기에 대해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된 비지 아이들 비트
의 'n' 카운트를 연산하고 저장한다. 상기 평균값을 연산하기 위해, 만일 바로 실행된 간격에 대한 카운트가 저장된 평
균값보다 낮은 하나의 표준 이탈값보다 크다면,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된 비지 아이들 비트의 새로이 얻은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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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된 비지 아이들 비트의 저장값으로 평균화된다. 데이타 메시지를 제어 채널(38)을 통해 
전송하기 전에,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시간 주기에 대해 2진법중 하나의 값으로 세팅된 비지 아이들 비트의 저장된 
마지막 'n' 카운트를 평균화하고 상기 연산된 'n' 카운트를 저장된 작동 평균값과 비교한다. 만일 연산된 'n' 평균값이 
저장된 작동 평균값 이하라면,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데이타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연산된 'n' 평균
값이 저장된 작동 평균값을 초과한다면,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전송을 지연시킬 것이다. 제어 채널상에서의 순간적인 
활동에 응답하는 종래 무선전화 유니트와는 달리, 상술한 전송 큐잉(queuing) 처리는 비지 아이들 비트의 결정된 분석
에 기초한 발견적-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셀룰러 송신기(78)는 제어 채널이 셀룰러 통신장치(34)에 의해 소거 사용이 가능할 때만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타 큐잉은 셀(12)내의 다양한 셀룰러 통신장치(34)의 작동이 셀내의 작동 무
선전화를 포함한 정상적인 전화 통화를 방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상기 셀룰러 송신기(78)는 먼저 제어 채
널(38)의 가용성을 체크할 필요없이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제어 신호 트래픽이 최소한의 레벨일 때, 셀룰러 통신장치(34)는 한밤중과 오전 6시 사이의 이른 아침 시
간과 같은 일정한 시간주기동안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램된다. 이러한 형태의 자동 전송 동작을 허용하기 
위해,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제어기(74)에 연결된 시계(82)를 포함한다. 상기 시계(82)는 시간주기 완료에 응답하
여 시간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시간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기(740는 셀룰러 송신기(72)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 송신을 
시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된 데이타는 공지의 시간주기중 셀(12)내의 하나의 보고장치로부터 중앙 위치로 전송
된다.
    

    
제어 채널(38)의 사용 레벨이 감소되었을 때 상기 시계(82)는 시간주기중 시계 신호를 출력하며, 이에 따라 셀룰러 통
신장치(34)가 CMR 시스템(8)의 정상 통신을 방해할 것이다. 특히, 시간 주기는 셀(12)의 다양한 셀룰러 통신장치(3
4)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 전송이 셀에 작동되는 무선전화로부터 전송되는 음성 콜 처리 메시지와의 비간섭 베이시스상
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CMR 시스템(8)상에서 종래 전화 통화 트래픽에 대한 감소된 활동 주기의 wls보 
기술로 양호하게 선택된다. 상기 시계(82)는 제어기(74)에 의해 실행되는 코드형 지시에 의해 조작되는 소프트웨어 
카운터나 하드웨어 카운터로서 조작될 수 있다.
    

    
셀룰러 통신장치(34)에 의한 데이타 전송은 모니터(32)에 의한 신호 통로(33)를 통해 상태 신호 출력에 응답하여 시
작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 신호는 셀룰러 통신장치(34)가 저장된 선택 데이타를 제어 채널(38)의 RECC 를 통해 전송
할 수 있게 한다. 상기 모니터(32)는 전형적으로 데이타 기록의 완료에 응답하여 상태 신호를 출력한다. 예를 들어, 전
형적인 벤딩 설비에 사용시, 모니터(32)는 유지 보수의 필요성 검출과 같은 경보에 응답하여 상태 신호를 출력한다. 선
택적으로, 유틸리티 부하 관리용으로 사용시, 상기 모니터(32)는 유틸리티 부하 제어 장치의 가능 탬퍼링의 검출에 응
답하여 상태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상태 신호의 발생은 사건이며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
0)용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결정하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셀룰러 통신장치(34)에 의한 데이타 메시지 전송을 시작하는 상태 신호나 시계 신호를 출력하는 처리는 공지의 무선전
화 유니트에 의해 실행되는 자동 등록 작동과 유사하다. 상기 자동 등록에 있어서, 무선전화는 자체 등록 동작을 시작하
므로써 자신을 셀룰러 시스템과 자동으로 식별한다. 마찬가지로, 상술한 실시예에서처럼,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무선
전화 유니트의 등록 신호(콜 발생 신호)를 위한 데이타 기록을 표시하는 메시지 포맷을 갖는 데이타 메시지를 전송하므
로써 상태 신호나 시계 신호에 응답한다. 이에 따라, MSC(24)는 제어 채널(38)을 통해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며, 종
래 무선전화 유니트에 의해 전송된 것인 경우 데이타 메지지에 따라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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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채널(38)과 같은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은 셀(12)에서 작동되는 무선전화 장치와 MSC(24) 사이에서 쌍방향 통신 
통로인 것으로 널리 공지되어 있다. 특히, MSC(24)는 페이징 메시지나 페이지를 CMR 시스템(8)의 셀(12)에 의해 한
정된 커버 영역내에서 작동되는 하나 이상의 무선전화 장치에 전송한다. 종래 무선호출기와는 달리, 이러한 페이지 메
시지는 무선호출 터미널이 아닌 CMR 시스템의 FOCC 를 통해 전송된다. CMR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메시지는 
유입 전화 콜이 걸려있는 셀룰러 이동 무선전화 장치를 통지하는데 사용되므로써, 셀룰러 장치가 CMR 시스템에 등록
되는 것을 촉진시킨다.
    

수신기(78)는 제어 채널(38)의 FOCC 를 통해 MSC(24)로부터 페이지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SC(24)는 이
러한 작동을 시작하거나 셀(12)내에서 하나 이상의 셀룰러 통신장치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 채널(38)을 통해 
페이지로서 포맷되는 명령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셀룰러 통신장치(34)는 특정 동작을 실행하거나 명령 신호에 관련
된 기능을 제어하므로써 명령 신호에 응답할 수 있다.

상기 명령 신호는 전형적으로 어드레스 데이타를 포함하며, 각각의 셀룰러 통신장치(34)는 그 설정된 어드레스 데이타
를 함유한 명령 신호에 응답한다. 이것은 MSC(24)가 하나이상의 셀룰러 통신장치(34)와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어드레
싱 동작을 적절히 사용하므로써, MSC(24)는 셀(12)내에서 장치(34)의 전체 집단으로부터 선택되는 셀룰러 통신장치
(34)의 서브세트의 기능이나 동작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상기 명령 신호는 종래 이동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10 자리 번호이다. 이러한 전화번호의 적어도 일부는 대응의 셀룰러 
통신장치(34)를 위한 식별기로 할당될 수 있다. 상기 10 자리 전화번호의 나머지 부분(있을 경우에 한한다)은 특정의 
동작이나 기능을 위한 명령이나 데이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룰러 통신장치(34)는 어드레스 데이타
를 함유한 명령 신호에만 등답하고 이러한 명령에 의해 식별된 특정 기능이나 동작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명령 신호를 셀룰러 통신장치에 전송하므로써, MSC(24)는 셀룰러 통신장치(34)의 다양한 작동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장치(34)의 다양한 프로그램가능한 작동변수를 원격으로 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된 명령 신호에 응답
하여,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데이타 메시지를 MSC(24)에 전송하므로써 MSC(24)에 등록된다. 이러한 명령 신호는 
AT& T 오토플렉스 시스템과 같은 CMR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종래 로케이트 리퀘스트 신호와 유사하며, 선택된 무선
전화 유니트의 등록을 요구한다. 이러한 명령 신호를 사용하므로써, 선택된 셀룰러 통신장치(34)는 필요한 선택 데이
타를 함유한 데이타 메시지의 전송을 시작하기 위해 MSC(24)에 의해 언제라도 폴(poll) 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시계(82)에 대한 시간 간격은 수정될 수도 있으며, 명령 신호에 응답하여 대체 시간 주기로 대
체될 수도 있다. 상기 셀룰러 통신장치(34)는 모니터(32)가 다른 명령 신호에 응답하여 원격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의 데이타 기록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제어기(74)는 셀룰러 수신기(78)에 의한 명령 신호의 검출에 응답하며, 
데이타 보고 동작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시 신호를 레코더(60)에 출력한다.

    
종래 페이징 메시지의 포맷내에 명령 신호와 데이타의 조합과 명령 신호나 데이타를 위치시킬 기회는 전형적으로 10 
자리 전화번호나 MIN 인 페이징 메시지의 한정된 특성 길이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상당한 쇼트 데이타 길이용으로, 
당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방식으로 MSC로부터 셀룰러 장치로의 단일 독립 페이지 메시지의 전송은 제한된 통신을 지원
하는데 유용한 것이다. 페이지 이러한 고정 데이타는 종래의 CMR시스템 운영의 페이징 통신 테스크용으로, 즉 CMR시
스템의 커버 지대 내에 한 개 이상의 이동 무선전화기의 폴링용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폴링 기술 만이, 페이
지를 수신하는 이동 무선전화기 유니트로부터의 응신을 향상시키는데 단일 이산 페이지 메시지의 전송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종래 기술에서는, 확장된 데이타 셋트 전송에 대한 페이징 메시지 메카니즘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카
니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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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용량 증가를 위해서, 본 발명은 셀룰러에 적합한 수신 장치와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경유하는 복합 페이지 메
시지 또는 페이지의 통신 및, 데이타 시켄스를 포함하는 집함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각각 수신되는 페이지로부터 획득되
는 데이타와 합성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도 1에 도시된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10)의 양호한 동작 
환경에 대하여 기술되었지만, 당 분야의 기술인은 본 발명이 다른 동작 환경으로도 연장될 수 있는 것임을 예견할 수 있
을 것이다.
    

    
도 4로서 함께 기술된 도 4a 및 도 4b는 집합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경유하여 복합 페이지를 전
송하여 팽창된 데이타 시켄스와 통신하고 상기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을 합성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논리 흐름도 이다. 
도 1, 도 4a 및 도 5b를 참고로, 통신 프로세스는 스타트 단계(100)를 개시하고,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정상 동작 
상태에서 동작하는 것이다.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정상 동작 상태에서 RECC를 경유하여 MSC(24)로 데이타 메시지
를 보낸다. 또한,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셀룰러 장치를 폴 하도록 동작하는 단일 이산 페이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정상 동작 상태의 파트로서,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102 단계에서 페이지용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의 
FOCC를 모니터 한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메모리(76)(도 3)와 같이 그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한 개 이상의 마스크에 
페이지를 대비하여 수신된 페이지에 응답 한다. 일반적으로 매치는 액숀 과정을 결정하여 수신 페이지에 반응하는 셀룰
러 통신 장치에 의해 취해지게 된다. 마스크는 MSC에 의해 전송되는 페이지 또는 '트리거링' 메시지에 의해 전해지는 
MIN 또는 IMSI 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5,530,736호에 기술된 바로서, 무선전화기는 복
합 MIN을 가지고, 여기서 복합 MIN은 어느 정도 특정한 시간 주기용으로 동시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다.
    

    
단계(104)에서는, 조회(inquiry)가 미리 정해진 특성을 포함하는 페이지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별하도록 도입된다. 양
호하게 형성된 미리 정해진 특성을 가지는 페이지는 CMR 시스템의 이동 전화 번호 또는 MIN의 디지트의 적어도 일 부
분을 나타내도록 양호하게 포맷 된다.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메모리(76)(도 3)와 같이,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특정 
마스크를 내재하는 페이지를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특정한 마스크는 미리 정해진 지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비로 발생되는 매치는,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지는 페이지가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수신되어져 있는지를 
확인 한다. 만일, 단계(104)에서의 조회에 대한 응답이 네가티브 이면, 'NO'브랜치가 단계(102)에 따르고 그리고 모
니터링 프로세스는 지속된다. 선택적으로, 만일 수신기에 의해 유지되는 마스크가 수신 페이지 와 매치하면, 다음 'YE
S'브랜치는 단계(106)에 따르게 된다.
    

양호한 실시예용으로, 미리 정해진 지표는 MIN의 일 부분을 나타내도록 포맷되고 특정 지형의 기본에 할당되는 독특한 
세트의 디지트 이다. 예를 들면, 아틀랜타 지역용으로 미리 정해진 지표는 일반적으로 피츠버그에서 사용용으로 할당된 
미리 정해진 지표와는 다르다.

    
단계(106)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정상 상태에서 수신기 식별 상태로 전송되여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지는 페
이지에 반응하는 것이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특정한 식별기를 가진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 하도록 단계(106)에서 
동작한다. 각각의 셀룰러 통신 장치(34)에는, MSC(24)가 소망하는 셀룰러 통신 장치와 선택적으로 통신하도록 허용
하는 독특한 지정 식별기 또는 어드레스 가 할당된다. 만일 페이지가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에 할당된 지정 식별기를 
내재한 것으로 판단하면, 비교치는 지정 식별기를 내재한 페이지가 76(도 3)과 같은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마스크와 매
치하는지를 시험하도록 도입된다. 이러한 비교 테스크에서 발생되는 매치는, 페이지가 지정 식별기를 내재하는지를 확
인하고 그리고 따라서 수신기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 세트의 마스크는 특정한 셀룰러 통신 장치에 할당되어 수신된 페이지와의 대비용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 내에 저장된다. 미리 정해진 특성과 유사하게, 지정 식별기를 가진 페이지는 양호하게 포맷되
어 CMR 시스템의 이동 전화 번호 또는 MIN의 적어도 일 부분을 나타낸다. 양호한 셀룰러 통신 장치(34)용으로, 10 
마스크에 이르는 세트가 지정 식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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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08)에서는 조회가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의해 도입되어, 피수신 페이지가 지정 식별기를 내재할 것인지를 판
단한다. 만일, 지정 식별기에 대응하는 각각의 마스크와의 피수신 페이지의 대비가 매치에서 초래하지 않게 되면, 다음 '
NO'브렌치가 단계(110)에 따르게 된다. 판단은 미리 정해진 시간 주기를 가진 타이머가 마감되었는지를 단계(110)에
서 행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YES'브렌치가 단계(110)에서 단계(102)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셀룰러 통신 장치는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만일, 타이머가 아직 타임 아웃되지 않았으면, 'NO'브렌치가 단계(106)를 따르고 그리
고 셀룰러 통신 장치가 지정 식별기를 내재하는 페이지용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 모니터를 지속한다. 단계(110)에서의 
타이머는 지정 식별기를 가진 페이지를 찾는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소용되는 최대 시간 량을 한정하는데 유용한 것
임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리 정해진 시간 주기는 양호하게 60초 의 최대 시간 주기로 세트 된다.
    

    
만일 단계(108)에서 이행되는 조회 응답이 포지티브 이면, 'YES'브랜치가 피수신 페이지가 특정 식별기를 함유하기 때
문에 단계(108)로부터 단계(112)로 따라가게 된다. 응답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는 수신기 식별 상태로부터 수신 데이
타 상태로 변환된다. 단계(112)에서는, 지정 식별기에 의해 식별되는 셀룰러 통신 장치가 명령 함유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 하도록 동작한다. 양호하게 각각의 명령 페이지는 미리 정해진 특성 및 인식 명령에 대응하는 한 개 이상의 캐렉
터 또는 디지트를 구비하는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를 위해서, 미리 정해진 특성을 가진 페이지의 최소 유효 디지트가 특
정한 명령을 나타내도록 지정된다.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는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가, 피수신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특성 내재 그리고 인식된 명령에 대응하는 최소 유효 디지트 소유를 결정하여 명령 페이지를 피수신 페이지가 나타내는 
것을 판단한다. 대표적 명령은 다음의 제어 액션을 구비한다. (1)BIB(busy idle bit) 데이타 값 로드; (2)선택된 셀룰
러 통신 장치에 접속된 타이머 장치용으로 미리 정해진 시간 설정; (3)명령을 가진 페이지의 임의 부분에 내재된 데이
타 값을 수용.
    

    
단계(114)에서는, 조회가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이행되어 명령 함유 페이지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만
일, 반응이 네가티브 이면, 'NO'브렌치가 단계(116)에 따른다. 단계(116)에서는, 공지된 시간 주기를 가지는 타이머
가 마감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NO'브랜치가 단계(116)으로부터 단계(112)로 따르게 되고 그리고 
명령 페이지용의 모니터링 동작이 지속된다. 대조적으로, 만일 타이머가 타임 아웃되었으면, 'YES'브랜치가 단계(116)
로부터 단계(102)로 따르게 되고 그리고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가 정상 상태로 복귀한다. 이러한 사실은 타이머가 
효과적으로, 정상 상태로 복귀하기에 앞서 초기 명령 페이지를 모니터하는 동작에서 선택된 셀룰러 통신기에 의해 보내
지게 되는 시간 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단계(114)에서의 조회가 명령을 가진 페이지가 선택된 셀룰러 통신기에 의해 수신되어져 있음을 확인하면, 다음 '
YES'브랜치는 단계(118)로 따르게 된다. 단계(118)에서는, 명령 페이지의 연속 쌍을 수신하는 최대 시간 간격을 명시
하는 시간 주기가 마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YES'브랜치가 단계(120)에 따르게 된다. 
단계(120)에서는 수신된 각각의 명령 페이지의 내용은 제외된다. 차례로, 프로세스는 단계(120)로부터 단계(102)로 
브랜치되고 그리고 선택된 셀룰러 통신기는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만일 스텝(118)에서의 조회가 네가티브 응답을 제
공하면, 'YES'브랜치가 단계(122)로 따르게 된다.
    

조회가 단계(122)에서 이행되어,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수가 수신 명령 페이지의 최대 수를 나타내는 미리 정해진 수 
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만일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를 초과하면, 다음 'YES'브랜치는 단계(122)로
부터 단계(120)으로 따르게 되고 그리고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의 데이타 내용은 폐기된다. 명령 페이지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 보다 작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NO'브랜치가 단계(122)로부터 단계(124)로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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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최대 수에 할당된 량은 각각의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을 합성하여 형성되는 데이타 
시켄스의 최대 길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명령 페이지를 초과하는 수가, 셀룰러 통신기가 수신 데이타 상
태에 동작하는 중에 수신된다면, 다음 수신된 명령 페이지에 대응하는 데이타는 단계(120)에서 폐기되고 그리고 선택
된 셀룰러 통신기는 정상 동작상태로 복귀한다.

단계(124)에서는,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수가 미리 정해진 수, 예를 들면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최대 수 와 동일한지의 
판단이 행해진다. 만일, 동일하지 않다면, 'NO'브랜치가 단계(124)로부터 단계(112)로 이행되어, 수신 데이타 상태에
서의 명령 페이지를 위한 모니터 동작 운영이 계속된다. 그런데, 만일 단계(124)에서의 조회에 대한 응답이 포지티브 
이면, 'YES'브랜치가 단계(126)으로 가게 된다.

    
단계(126)에서는, 각각의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의 데이타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합성되어 데이타 시켄스를 형성하는 것
이다. 이러한 데이타 시켄스는 양호하게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수용 순서로 데이타 내용을 합성하여 순서가 이루어 재
게되는, 예를 들면 수용 사이트에 도달하는 시간 순으로 순서가 이루어진다. 다르게는, 데이타 시켄스의 데이타 값이 명
령 페이지 각각에 할당된 시켄스 수에 기본한 순서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 명령 페이지는 시켄스 수를 
구비하고 그리고 수신된 명령 페이지는 각 수신된 페이지의 시켄스 수에 기본한 숫자 패션으로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복합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을 나타내는 종합 메시지는 검증 목적으로 단계(128)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 만일, 종합 메
시지가 검증을 받게 되면, 'YES'브랜치가 단계(130)로 가게 된다. 만일 종합 메시지가 단계(128)에서 검증을 받지 못
하게 되면, 다음 'NO'브랜치가 단계(120)로 가게되고 그리고 모든 데이타가 폐기 된다.

단계(130)에서는 종합 메시지의 데이타 시켄스가 수신된 명령 페이지와 관계된 명령에 따라서 선택된 셀룰러 통신기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다. 단계(132)에 END에서는, 선택된 셀룰러 통신기가 정상 동작상태로 복귀한다.

    
도 5는 명령 함유 페이지용 포맷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CMR시스템의 종래 페이지용으로 형성된 포맷 과의 일치
를 유지하도록, 명령 페이지는 MIN(mobile telephone number)을 나타내는 디지트 세트를 포함하는 것이다. 양호한 
포맷용으로, 10개 이용 가능한 디지트의 MIN이 사용되어 미리 정해진 지표(140), 데이타 세트(142) 및 명령(144)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지표(140)는 도 5에 지표(A-E)로 나타낸 바와 같이 5개의 주요 디지트의 MIN을 포함
하는 것이다. MIN의 지표(F-H)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다음 4개 디지트는 데이타 세트(142)의 데이타 값용으로 사용
된다. 최소 유효한 MIN의 나머지 일 개 디지트는 명령(144)을 나타낸다. 이러한 명령 페이지의 최소 유효 디지트는 명
령 페이지에 반응하여 이행되는 액숀을 인식하는데 사용된다.
    

    
명령 페이지용의 양호한 포맷이 미리 정해진 지표를 나타내는데 MIN의 5개 최고 유효 디지트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본 
발명이 5개 디지트를 포함하는 미리 정해진 지표 필드를 가진 명령 페이지에 제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본 발명은 MIN의 다음 4개의 최고 유효 디지트를 함유하는 데이타 세트를 가진 명령 페이지에 제한 
받지는 않지만, 디지트의 대형 수 또는 소형 수를 함유하는 데이타 세트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MI
N으로 포맷된 명령 페이지로 확장될 수 있고 일 디지트 이상으로 나타내는 명령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
명에 의해 이용되는 명령 페이지용의 기본적 구조는 미리 정해진 지표, 데이타 및 명령용의 데이타 필드를 구비하는 것
이다.
    

    
지표(A-E)로 나타내는 미리 정해진 지표(140)는 일반적으로 디폴트(default) 값에 할당되고 그리고 셀룰러 통신 장
비와 같은 명령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셀룰러 장치가 미리 정해진 지표에 대응하는 마스크에 설치된다. COMMAND 
MIN 마스크로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마스크는 ABCDEaaaaa의 디폴트 값이 할당되고, 여기서 'ABCDE'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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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지표(140)를 나타내고, 그리고 'a'는 와일드 카드 값 이다. 셀룰러 통신기(34)용으로, 이러한 COMMAND MI
N 마스크는 장치의 외부 포트에 적절한 신호를 가하여 고정된 유지 모드에 의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다. COMMAN
D MIN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셀룰러 통신기(34)의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에 저장된다.
    

지표(FGHI)로 나타나게 되는 데이타 세트(142)는 MIN의 제 2 내지 제 4 최소 유효 디지트로서 나타나도록 포맷되고 
데이타 내용용으로 따로 저장된다. 일반적인 데이타 내용은 BIB 값, 일/시간 값, 또는 가변식 데이타 세트 를 구비하는 
것이다.

    
명령 페이지의 최소 유효 디지트는 이행되는 대응 명령(144) 또는 액숀용의 지표'J'로 나타나게 되는 미리 정해진 값을 
할당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셀룰러 통신기(34)에 의한 사용용의 BIB값을 로딩하는 명령(144)은 짝수/홀수 디지트 쌍 
0/1 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시간 시켄스를 세팅하는 명령(144)은 2/3의 짝수/홀수 디지트 쌍으로 나타나게 된다. 데
이타 시켄스를 호출하는 명령(144)은 6/7 디지트의 짝수/홀수 쌍으로 나타나게 된다. 검증 테스크를 호출하는 명령(1
44)은 8/9의 디지트의 짝수/홀수 쌍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하게 나타나게 하는 명령의 각각의 용으로, 디지트 쌍의 
짝수 또는 홀수 디지트 의 어느 하나가 대응 명령을 나타나게 하는데 사용된다.
    

    
MIN의 최소 유효 디지트는, 셀룰러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일부 저 파워 프로세서가 일반적으로 FOCC에 의해 이행되
는 '가상'데이타 스트림의 쌍의 하나 만을 모니터 하도록 프로그램되기 때문에 양호한 통신 시스템에서 명령(144)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프로세서 동작용 파워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FOCC는 스트림 'a' 
및 스트림'b' 인, 2개 가상 데이타 스트림을 구비하는 것이다. 모든 짝수 MIN은 스트림(a)에서 전달되고 그리고 모든 
홀수 MIN은 나머지 스트림(b)에서 전달된다. 짝수 및 홀수 MIN 사이에 FOCC에서의 데이타 스트림 쌍의 분할은 셀룰
러 장치가 모든 MIN타입 신호의 반 만을 모니터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니터 동작 운영에 소요되는 파워를 최소로 
할 수 있게 한다.
    

    
임의적인 저 파워 셀룰러 장치가 오직 짝수 또는 홀수 MIN의 어느 하나 만을 수신하기 때문에, 짝수/홀수 디지트 쌍이 
각각의 명령을 나타내도록 할당된다. 만일 저 파워 라디오가 오직 짝수/홀수 MIN이 수신 되도록 제한 받게 되면, 다음 
최소 유효 디지트의 MIN이 십진수 디지트(decimal digits)의 정상적 10개 상태의 5개 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저 파워 라디오는 짝수/홀수 디지트 세트의 쌍의 하나로, 즉, 짝수 세트의 0, 2, 4, 6, 8 또는 홀수 세트의 1, 3, 5, 
7, 9로 부터의 최소 유효 디지트를 수신한다. 5개의 가능 상태로 최소 유효 디지트를 제한하여, 최소 유효 디지트가 데
이타 내용 전송용의 최소 값을 가진다. 최소 유효 디지트용으로 일부 값을 추론하여, MIN의 특정한 디지트가 명령(14
4)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양호한 통신 시스템용으로 5개에 이르는 다른 명령을 제공한다.
    

FOCC의 양쪽 데이타 스트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 파워 셀룰러 장치용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지표가 MIN의 10 디
지트 구조 내에 임의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10 디지트 보다 많은 디지트가 적용을 위해 필요하게 된다
면, 다음 단일 디지트 보다 많은 디지트가 명령 구조 내에서 명령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된다.

명령 페이지용 포맷이 CMR 시스템의 종래 페이지용 MIN용의 데이타 구조에 기본된다 하더라도, 본 발명이 도 5에 도
시된 특정한 포맷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적용을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지표, 데이타 세
트, 및 명령이 MIN의 데이타 구조에서 모델로된 명령 페이지를 이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내지 표 4는 임의적 명령 타입 페이지용 데이타 구조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 1은 로드 BIB 명령 용 
데이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표 2는 세트 타임 명령용 데이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표 3은 일반적 데이타 명령
용 데이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표 4는 검증 명령용 데이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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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표 1

'로드 BIB'명령용 데이타 구조: ABCDEFGHI[0/1]

미리 정해진 지표: ABCDE

데이타 세트: FGHI

데이타 값'FG': 고 우선 실행 임계: 값=(1% 내지 100%) - 1

데이타 값'HI': 저 우선 실행 임계: 값=(1% 내지 100%) - 1

명령[0/1]: 명령 '로드 BIB'는 최소 유효 디지트 0 또는 1으로 나타남.

    
'로드 BIB' 명령은 데이타 세트 'FGHI'로 명시되는 데이타 값을 선택된 셀룰러 통신기의 메모리에 로드하는 구조이다. 
데이타 값 'FG'은 고 우선 실행 임계 값(high priority threshold value)을 정의 하고, 여기서 데이타 값 'HI'은 저 우
선 실행 임계 값을 정의 하는 것이다. 도 3에 관해서 상술된 바로서, 셀룰러 통신 장치는 FOCC에 의해 전송되는 BIB신
호를 모니터 하여 CMR시스템의 모니터 된 셀용 RECC에서의 활성량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R
ECC에서의 활성 레벨이 임의 임계 레벨 밑에 있을때 까지 MSC로 데이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이다. '
로드 BIB' 명령의 BIB데이타 값은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한 사용용의 최대 및 최소 우선 실행 임계 레벨을 명시하는 것
이다.
    

표 2표 2

'세트 일/시간'명령용 데이타 구조: ABCDEFGHI[2/3]

미리 정해진 지표: ABCDE

데이타 세트: FGHI

데이타 값 'FGHI': 월/일 값 또는 시간 값(시/분)

명령[2/3]: 명령 '세트 일/시'는 최소 유효 디지트 2 또는 3으로나타남.

'세트 데이타/시'명령은 선택된 셀룰러 통신기에 접속된 타이머 장치용으로 미리 정해진 시간을 설정하는 구조 이다. 외
부 타이머 용으로,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는 외부 데이타 포트에 의한 외부 타이머에 정의된 데이타 세트를 제공한다. 
데이타 세트 'FGHI'는 월/일 값 또는 시/타임 값의 어느 하나를 명시한다. 예를 들면, '1023'의 데이타 값은 10월 23일
을 명시하고 그리고 '1814'의 데이타 값은 오후 6:14분의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다.

표 3표 3

범용 데이타 명령용 데이타 구조: ABCDEFGHI[6/7]

미리 정해진 지표: ABDCE

데이타 세트: FGHI

데이타 값 'FGHI': 범용 데이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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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6/7]:명령'범용 데이타 호출'은 최소 유효 디지트 6 또는 7로 나타나게 됨.

호출형 일반적 데이타 명령으로도 기술된 '범용 데이타' 명령은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의 메모리 내로 정의된 데이타
를 로딩하는 호출이다. 데이타 세트 'FGHI'는 4디지트를 포함하는 범용 데이타 세트를 명시하는 것이다.

표 4표 4

검증 명령용 데이타 구조: ABCDEFGHI[8/9]

미리 정해진 지표: ABDCE

데이타 세트: FGHI

데이타 값 'FGHI': 검증 데이타 텀

명령[8/9]: 검증 명령은 최소 유효 디지트 8 또는 9로 나타남.

    
'검증(verification)'명령은 앞서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수에 서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수신되는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기 위한 인스트록션 이다. 데이타 세트 'FGHI'는 앞서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데이타 세트에 기
본하여 연산된 검증 값에 대비되는 검증 텀을 명시한다. 검증 명령에 응답하여,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는 검증 값을 
연산하고 그 후, 검증 페이지의 검증 텀과 상기 값을 비교한다. 만일 매치(match)가 이러한 비교로서 발생하면, 데이타 
시켄스가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한 동작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르는 CMR시스템의 MSC로부터의 페이지를 수신할 수 있는 셀룰러-호환형 장치용의 다양한 운영 
상태를 설명하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도 1 및 도 6을 참고로, 셀룰러 통신 장치용의 개시 동작 상태는 정상 운영 상태
(150) 이다. 정상 상태(150)에서는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MSC(24)로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의 RECC를 경유
하여 데이타 메시지가 진행되도록 동작한다. 또한,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FOCC 위에 MSC(24)에 의해 전송되는, 
복합 페이지의 오더 시켄스 보다 나은, 단일 이산 페이지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셀룰러 통신 장치(34)
는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150)에서 작동하는 동안에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 한다. 미리 정해진 캐렉털르 가진 페이
지 수신에 반응하여, 수신 장치가 정상 상태(150)를 빠져 나오고 그리고 수신 장치 식별 상태(152)에 인입된다.
    

    
수신 장치 식별 상태(152)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상기 장치에 할당된 지정 식별기를 내재하는 페이지 용 FOC
C를 모니터 한다. 지정 식별기를 내재하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동작 장치는 이러한 페이지가 그 자체용 목
표로 되어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만일 지정 식별기를 가진 페이지가 미리 
정해진 시간 주기, 양호하게는 60초 내에 수신되지 않는다면, 다음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 장치 식별기 상태(1
52)를 빠져 나오고 정상 상태(150)로 재 인입 된다. 수신 장치 식별 상태(152) 내에서의 동작을 위한 최대 시간 주기
를 설정하여,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이러한 최대 시간 주기의 마감 시에 지정 식별기를 내재하는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하는 동작에 그 전용 테스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 장치 식별기 상태(152)를 빠져 나와서, 외부 포트를 경유하여 임의 명령 신호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정상 상태(150)로 복귀하는 것이다. 상기 명령 신호는 등록 명령(Registration command) 
및 개시 명령(Initialize)을 포함하는 것이다. 등록 명령은 셀룰러 통신 장치를 안내하여 CMR시스템에 등록시키며, 여
기서 개시 명령은 셀룰러 통신 장치를 초기화 하는 역활을 한다. 일단, 정상 상태(150)로 복귀하면, 셀룰러 통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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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가 외부 포트를 경유하여 수신되는 명령을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셀룰러 통신장치(34)의 외부 포트에 임의 명령 
신호를 적용하는 것은 장치가 정상 상태(150)로 복귀하도록 힘을 가하는 것이다.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임의 마스크와 매치하는 지정 식별자를 함유한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여, 수신동작 장
치는 수신 장치 식별자 상태(152)로부터 수신 데이타 상태(154)로 변환하게 될 것이다. 주요하게, 장치에 의해 유지되
는 마스크와 매치하는 지정 식별자를 내재하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셀룰러 통신 장치 만이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 들
어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CMR시스템의 커버 영역 내에 가능한 수신동작 장치의 서브 세트에 의해 수신되어 디코드 
되는 복합 페이지 세트를 보내어 데이타 시켄스의 선택적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서 동작하는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명령 함유 페이지용 FOCC를 모티터 한다. 양호한 실시
예를 위해서, 상기 명령은 '로드 BIB', 세트 '일/시간' 명령, 범용 데이타 명령, 및 검증 명령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일,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명령 함유 페이지를 수신하면, 다음 명령과 상관된 데이타 내용이 수용되어, 서브시켄트 검증 
테스크가 성공적이라면 사용된다.

    
데이타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최소 수의 명령 함유 페이지가 상기 페이지의 데이타 합성동작으로 형성되는 데이타 
내용을 수용하도록 수신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명령 함유 페이지의 수가, 셀룰러 통신 장치가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최대 임계치를 초과한다면,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 데이타 내용이 폐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리 정
해진 수의 명령 함유 페이지는 양호하게 데이타 값을 수용하기 전에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양
호하게 수신된다.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서 동작하여, 미리 정해진 지표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수신하고 0 또
는 1의 최소 유효 디지트를 가지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이, 서브 시켄트 검증 테스크가 성공적이
면, '로드 BIB'명령을 호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만일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미리 정해진 지표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수신하여 최소 유효 디지트 2 또는 3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매칭 페이지용의 데이타 내용이, 서브시켄트 검증이 
성공적 이면, '세트 일/시간'을 호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만일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 있
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지표를 포함하는 페이지 와 최소 유효 디지트 6 또는 7을 수신하면, 수신동작 장치가 데이타 내
용을 갈무리 하여 저장할 것이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타는 서브시켄트 검증 테스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외부 
포트를 경유하여 시리얼 버스 패킷(serial bus packet)으로 출력될 것이다. 검증 테스크는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수
신 데이타 상태를 빠져 나오고 그리고 검증 명령에 반응하는 검증 상태(156)에 들어갈 때에 개시된다.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 데이타 상태(154)를 나와서 미리 정해진 지표 및 최소 유효 디지트 8 또는 9를 가지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검증 상태(156)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은 검증 텀을 구
성하는 것이다. 검증 상태(156)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된 명령 페이지로부터 획득되는 
데이타 내용에 기본하는 검증 값을 컴퓨터 연산한다. 검증 값의 연산치가 검증 페이지의 검증 텀과 매치하는데 실패하
는 경우에는, 전체 데이타 시켄스가 폐기될 것이고 그리고 장치가 정상 상태(150)로 복귀 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만일 
연산된 검증 값이 검증 텀과 매치한다면,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 데이타 시켄스를 수용하고 그
리고 명령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타 시켄스로 동작하는 것이다. 다음,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데이타 시켄스를 수용하
는 동작과 반응하여 정상 상태(150)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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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데이타 상태(154)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상기 장치가 미리 정해진 지표 및 최소 유효 디
지트 0 또는 1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명령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전체 데이타 명령을 폐기할 것이다. 따라서, '로드 B
IB'명령을 가진 2개 명령 페이지의 최대 수가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수용될 
것이다.

만일,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서 동작하고 그리고 최소 유효 디지트 2 또는 3 과 미리 정해
진 지표를 포함하는 2개 페이지 이상을 수신하면, 수신동작 장치는 전체 데이타 시켄스를 폐기하여 정상 상태(150)로 
복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셀룰러 통신 장치는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서 동작을 하는 동안에 2개 '세트 일/시간' 
명령 페이지의 최대치를 수용할 것이다.

수신 데이타 상태(154)에서 동작하고 그리고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미리 정해진 지표 및 최소 유효 디지트 6 또는 
7을 포함하는 3개 페이지 이상을 수신하는 동안에, 수신된 페이지용의 전체 데이타 시켄스는 폐기될 것이고 그리고 수
신동작 장치는 정상 상태(150)로 복귀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범용 데이타용의 3개 명령 페이지의 최대치가 수
신 데이타 상태(154)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의한 처리를 위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표 5 내지 표 7은 CMR시스템의 FOCC를 경유하여 복합 페이지를 보내어 총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상기 페이지의 데이
타 세트를 합성하여 총 메시지의 통신의 대표적 예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 5는 '로드 BIB'명령을 호출하는 명령 페이지
의 시켄스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 6은 '세트 일/시간' 명령을 호출하는 명령 페이지의 시켄스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 7
은 '범용 데이타'명령을 호출하는 명령 페이지의 시켄스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 5표 5

로드 BIB 명령을 호출하는 페이지 명령의 시켄스

페이지 1: 0001000010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0'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로드 BIB명령용 수신 장치 식별자 상
태로 인입되게 함.

페이지 2: 0010001234

수신동작 장치에 할당된 지정 식별자('0010001234')를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수신 데이타 상태로 유
입되게 함.

페이지 3: 0001079590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데이타 값 79 및 59 및, 명령 '0'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80% 고 임계값 및 60% 저 임
계값의 BIB 값을 수신동작 장치가 수신하게 함.

페이지 4: 0001001348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8'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앞서 수신된 명령 페이지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타 시켄
스를 수신동작 장치가 검증하게 하고 그리고 '134'는 검증 텀 이고 그리고 '134'는 페이지 3의 데이타 세트 '7959'용으
로 컴퓨터 계산된 검증 값 이다.

표 6표 6

세트 데이트/시간 명령 호출하는 페이지 명령의 시켄스

페이지 1: 0001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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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3'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 동작 장치가 '세트 데이트/타임'명령용으로 수신 
장치 식별자 상태에 유입하도록 함.

페이지 2: 0010001234

수신 동작 장치에게 할당된 지정 식별자('0010001234')를 함유한 페이지의 수용은 수신 데이타 상태로 유입되게 함.

페이지 3: 0001010233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3'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10월 23일 인 데이트 값('1023)을 수
신되게 함.

페이지 4: 0001018143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3'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오후 6:14분 인 데이트 값을 수신하게 
함.

페이지 5: 0001001879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9'를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이전 수신된 명령 페이지에 의해 제공
되는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게 함. '187'은 검증 값이고, 그리고 '187'은 페이지 4의 데이타 세트의 '1814'와 페이지 
3의 데이타 세트 '1023'을 합성하여 형성되는 데이타 시켄스용으로 컴퓨터 계산된 검증 텀이다.

표 7표 7

범용 데이타 명령 호출 페이지 명령 시켄스

페이지 1: 0001010326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6'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 동작 장치가 '범용 데이타'명령용으로 수신 장치 
식별자 상태에 유입하도록 함.

페이지 2: 0010001234

수신 동작 장치에게 할당된 지정 식별자('0010001234')를 함유한 페이지의 수용은 수신 데이타 상태로 유입되게 함.

페이지 3: 0001012346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6'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1234의 데이트 페이로드를 수신되게 
함.

페이지 4: 0001056785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6'을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5678의 데이타 페이로드를 수신하게 
함.

페이지 5: 0001002058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8'를 함유한 페이지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이전 수신된 명령 페이지에 의해 제공
되는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게 함. '205'는 검증 값이고, 그리고 '205'는 페이지 4의 데이타 세트의 '5678' 과 페이지 
3의 데이타 세트 '1234'를 합성하여 형성되는 데이타 시켄스용으로 컴퓨터 계산된 검증 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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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페이지 함유 명령 수신에 반응하여 획득되는 데이타의 정확한 수용을 검증하는 방법
을 설명하는 논리 흐름도 이다. 도 1 및 도 7을 참고로, 검증 방법은 검증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를 수용하는 동작에 반
응하는 START단계(170)에서 시작한다. 단계(172)에서는,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검증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를 수
신하고 그리고 그 후, 검증 페이지로부터 검증 텀을 획득하는 것을 결정한다. 양호한 검증 페이지의 데이타 구조용으로, 
검증 값은 미리 정해진 지표 와 명령 과의 사이에 배치되는 3디지트 십진수 값 이다.
    

단계(174)에서는,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각각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 데이타 세트를 획득하고 그리고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각 데이타 세트용의 각 디지트 쌍을 더하여 데이타 합을 연산하는 것이다. 각각의 디지트 쌍의 각각의 명령 페
이지는 십육진수 바이트로서 처리되고 그리고 8비트 값으로 합해진다. 이러한 합 동작에서 발생하는 임의적인 오버 플
로어는 무시된다.

단계(176)에서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은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의해 수신되는 명령 페이지의 세트의 제 1 명령 페이
지의 제 2 최소 유효 디지트 쌍 과 단계(174)의 데이타 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제 1 명령 페이지의 제 2 최소 유효 
디지트는 이러한 배타적 논리합 운영용의 십육진수 바이트 값으로 다루어진다.

    
단계(178)에서는, 단계(176)의 배타적 논리합 운영으로부터 초래되는 십육진수 값이 3 디지트 십진수 값으로 변환된
다. 이러한 3디지트 십진수 값은 연산된 검증 값을 나타낸다. 단계(180)에서는 연산된 검증 값이 검증 페이지에 의해 
제공되는 검증 텀과 비교된다. 매치가 이러한 비교 오퍼레이션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우에서는, 데이타 세트의 합성으로 
형성된 데이타 시켄스가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의한 운영용으로 수용된다. 다르게는, 데이타 시켄스가 폐기되고 셀
룰러 통신 장치가 정상 상태로 복귀한다. 검증 프로세스는 END 단계(182)에서 종결된다.
    

    
검증 페이지에 의해 전해지는 검증 값의 초기 계산치와 상관된 암호화 프로세스는, 이것이 계산 강도 운영이 아니고 그
리고 아직은 데이타 세트를 핵(hack) 또는 다른 데코드(decode)로 CMR시스템의 이에이브스드롭퍼(eavesdropper)
에 의한 최상의 시도를 방해하는 데이타 세트의 충분한 암호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망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도 7에 
대하여 상술된 검증 프로세스 또는 그 대응 암호화 프로세스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CRC 또는 배타적 논
리합 기술을 포함하는 다른 암호화 기술이 사용될 수 잇는 것이다.
    

    
도 8은 CMR시스템의 MSC로부터 페이지를 수신할 수 있는 셀룰러 호환성 디비아스용의 다양한 운영 상태를 설명하는 
상태 다이어그램 이다. 도 6의 상태 다이어그램에 의해 설명되는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이행되는 데이타 수
용 운영과 대조적으로, 도 8에 데이타 수용 상태는 정상 상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특정한 페이지를 수신하는 각각의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유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 8에 상태 다이어그램은 '방송'방식에서 MSC에 의해 전송되는 
명령 페이지를 수신할 수 있는 셀룰러 통신 장치용의 운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명령 및 데이타 합성물을 포함하는 
페이지의 이러한 방송 스타일 통신을 위해서, 셀룰러 통신 장치가 수신 데이타 상태로 유입되게 하는 지정 식별자를 포
함하는 페이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각각의 셀룰러 통신 장치는 정상 상태에서 수신 데이타 상태를 유입시키는 
동안에 미리 정해진 지표를 포함하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것이다.
    

    
도 8에 대하여 기술된 페이지용의 미리 정해진 지표는 방송 통신 운영 과 선택된 통신 과의 사이에 분리를 허용하도록 
도 6에 관해서 기술된 미리 정해진 지표 와는 다른 것이다. 선택된 통신 운영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세트의 장치로부터 
선택된 한 개 이상의 셀룰러 통신 장치로 데이타를 보내는데 이용되고, 방송 통신 운영은 정상 상태에서 상기 장치가 변
환하여 수신 데이타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특정한 페이지를 수신할 수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셀룰러 통신 장치로 데이
타를 전송하도록 이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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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8을 참고로, 셀룰러 통신 장치용의 초기 동작 상태는 정상 동작 상태(190)이다. 정상 상태(190)에서, 셀룰
러 통신 장치(34)가 MSC(24)로 RECC를 경유하여 데이타 메시지를 전진하도록 동작하고 그리고 FOCC 위에 MSC(
24)에 의해 전송되는 복합 페이지의 일정 순서로 된 시켄스 보다 양호하게 단일 이산적 페이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셀룰러 통신 장치는 정상 상태(190)에서 동안에 운영되는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 한다. 미
리 정해진 지표를 가지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여, 수신동작 장치는 정상 상태(190)를 나오고 그리고 수신 
데이타 상태(192)에 유입된다. 특정하게, 상기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마스크와 매치하는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진 페
이지를 수신하는 모든 셀룰러 통신 장치가 수신 데이타 상태(192)에 유입된다. 이러한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지표는 
도 6 및 도 7에 대하여 상술된 페이지에 의해 전송되는 미리 정해진 지표 와는 다른 것이다. 상기 페이지용의 다른 미리 
정해진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페이지의 페어와 상관된 통신 테스크 사이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가 구별하게 하는 것이다.
    

    
수신 데이타 상태(192)에서 운영되는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페이지 함유 명령용 FOCC를 모니터 한다. 도 6에 대하
여 기술된 명령과 유사하게, 명령은 '로드 BIB' 명령, 세트 '데이트/타임'명령, 범용 데이타 명령, 및 검증 명령을 포함하
는 것이다. 만일,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페이지 함유 명령을 수신하면, 명령과 관련된 데이타 내용이 수용되고 그리
고 서브시켄트 검증 테스크가 성공적인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동일한 명령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수는 데
이타 값의 임의적인 수용에 앞서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수용되어야만 한다.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수신 데이타 상태(192)에서 운영되고 미리정해진 지표 및 최소 유효 디지트 0 또는 1을 포함
하는 명령 페이지가 수신되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이, 만일 서브시켄트 검증 테스크가 성공적이면 '
로드 BIB'명령을 호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만일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미리 정해진 지표 및 최소 유효 디지트 2 또
는 3을 포함하는 명령 페이지를 수신하면, 이러한 매칭 페이지용의 데이타 내용은, 만일 서브시켄트 검증이 성공적 이
면 '세트 데이트/타임' 명령을 호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만일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수신 데이타 상태(192)에서 
있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지표 및 최소 유효 디지트 6 또는 7을 포함하는 명령 페이지를 수신하면, 수신동작 장치는 데
이타 내용을 갈무리 하여 저장할 것이다. 이러한 저장된 데이타는 서브시켄트 검증 테스크가 완전하게 성공적일 때만 
외부 포트를 경유하여 출력될 것이다. 검증 테스크는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수신 데이타 상태를 나오고 그리고 검증 
명령을 함유하는 페이지에 반응하는 검증 상태에 인입될 때 개시된다.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 데이타 상태(192)를 나와서, 미리 정해진 지표 및 최소 유효 디지트 8 또는 9를 가지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검증 상태(194)에 유입된다. 이러한 명령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은 검증 텀을 구성
하는 것이다. 검증 상태(196)에서 운영되는 동안에,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된 명령 페이지로부터 획득되는 데
이타 내용에 기본한 검증 값을 컴퓨터 계산할 것이다. 검증 값의 연산이 검증 페이지의 검증 텀 과 매치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전체 데이타 시켄스가 페기되고 그리고 장치는 정상 상태(190)로 복귀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만일 연산된 
검증 값이 검증 텀 과 매치하면, 셀룰러 통신 장치(34)는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 데이타 시켄스를 수용하고 명령에 의거 
이러한 데이타 시켄스로 운영을 한다. 다음,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데이타 시켄스를 수용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정상 
상태(190)로 돌아온다.
    

'로드 BIB'를 가진 2개 명령 페이지의 최대 수는,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다. 유사하게, 셀룰러 통신 장치는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2개 '세트 데이트/타임'명령 페
이지의 최대치를 수용할 것이다. 다르게는, 범용 데이타용의 3개 명령 페이지의 최대치가 수신 데이타 상태에서 동작하
는 동안에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의한 프로세싱용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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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내지 표 10은 CMR 시스템의 FOCC를 경유하여 복합 페이지를 보내어 집합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상기 페이지의 
데이타 세트를 합성하여 집합 메시지를 방송 통신하는 대표적 예를 설명하는 것이다.

표 8표 8

로드 BIB 명령을 호출하는 페이지 명령의 시켄스

페이지 1: 0010000010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및 명령 '0'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로드 BIB 명령용 수신 데이타 상
태로 들어가게 함.

페이지 2: 0010079590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데이타 값 79 및 59 그리고 명령 '0'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80% 고 
임계 그리고 60% 저 임계의 BIB 값을 수신하게 함.

페이지 3: 0010002198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및 명령 '8'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각각의 수신동작 장치가 이전 수신된 명령 페이지
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게 함. '219'는 검증 값이고 그리고 '219'는 페이지 2의 데이타 세트 '7959'
용의 컴퓨터 계산된 검증 텀 이다.

표 9표 9

세트 데이트/타임 명령을 호출하는 페이지 명령의 시켄스

페이지 1: 0010010023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및 명령 '3'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각각의 수신동작 장치가 '세트 데이트/타임' 명령용
의 수신 데이타 상태로 들어가게 함.

페이지 2: 0010010233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그리고 명령 '3'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각각의 수신동작 장치가 10월 23일 인 데이트 
값('1023')을 수신하게 함.

페이지 3: 0010018143

미리 정해진 지표 '00010' 및 명령 '3'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각각의 수신동작 장치가 오후 6:14분 인 데이트 값
('1814')를 수신하게 함.

페이지 4: 0010000509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및 명령 '9'을 함유한 페이지의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이전 수신된 명령 페이지에 의해 제
공되는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게 함. '050'은 검증 값이고, 그리고 '050'은 페이지 2의 '1023'의 데이타 세트와 페이
지 3의 '1814'의 데이타 세트를 조합시키어 형성된 데이타 시켄스용으로 컴퓨터 계산된 검증 텀 이다.

표 10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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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데이타 명령을 호출하는 페이지 명령의 시켄스

페이지 1: 0010010326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및 명령 '6'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범용 데이타' 명령용 수신 장치 
식별자 상태로 들어가게 함.

페이지 2: 0010012346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그리고 명령 '6'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수신동작 장치가 1234의 데이타 페이로드를 
수신하게 함.

페이지 3: 0001056785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및 명령 '6'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수용은 각각의 수신동작 장치가 5678의 데이타 페이로드
를 수용 하도록 함.

페이지 4: 0001001868

미리 정해진 지표 '00100' 및 명령 '8'을 함유한 페이지의 수용은 각각의 수신동작 장치가 이전 수신된 명령 페이지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게 함. '186'은 검증 값이고, 그리고 '186'은 페이지 2의 '1234'의 데이타 세트
와 페이지 3의 '5678'의 데이타 세트를 조합시키어 형성된 데이타 시켄스용으로 컴퓨터 계산된 검증 텀 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약하면, 본 발명은 셀룰러-호환성 수신동작 장치에 셀룰러 망 제어 채널을 경유하여 복합 페이지 메시지 또는 페이지 
통신용으로, 순서로 이루어진 데이타 시켄스를 포함하는 집합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각각 수신된 페이지로부터 획득되는 
데이타를 합성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합 페이지를 송신하여 수집 사이트에서 상기 페이지의 데이타를 합성
하여, 데이타 통신 용량의 증가가 CMR 시스템용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의 양호한 운영 환경에 적합하게, 셀룰러 통신 장치는 정상운영 상태에서 운영되고 페이지용의 셀
룰러 망 제어 채널의 FOCC를 모니터 한다. 셀룰러 통신 장치는 그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한 개 이상의 마스크와 수신된 
페이지를 대비하여 수신된 페이지에 반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치는 수신된 페이지에 반응하는 셀룰러 통신 장치
에 의해 액숀 코오스가 취해지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일 수신 페이지가 미리 정해진 지표를 함유하고 그리
고 대응 마스크와 매치한다면, 셀룰러 통신 장치는 수신 장치 식별자 상태로 정상 상태로부터 변환동작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수신 장치 식별자 단계에서는, 셀룰러 통신 장치는 지정 식별자를 가진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 하여 동작하는 것이다. 
각각의 셀룰러 통신 장치는 일반적으로, 장치를 특정하게 식별하는 역활을 하는 지정 식별자를 할당 한다. 셀룰러 통신 
장치에 할당된 지정 식별자를 페이지가 함유한다고 판단하면, 선택된 장치의 메모리에서 유지되고 그리고 지정 식별자
에 대응하는 마스크와 수신된 페이지가 매치하는 지를 시험하기 위해 대비 행동이 이행된다. 이러한 대비 테스크로부터 
발생되는 매치는, 페이지가 지정 식별자를 함유하여 따라서 수신동작 장치에 의해 수용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반응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는 수신된 장치 식별자 상태로부터 수신 데이타 상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수용 데이타 상태에서, 셀룰러 통신 장치는 페이지 함유 명령용 FOCC를 모니터 하도록 동작하는 것이다. 각각의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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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령은명령 과 데이타 세트를 함유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수신된 명령 페이지용 데이타 내용은 수령되어 합성되
어서 데이타 시켄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타 시켄스는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수령 순서로 데이타 내용을 합
성하여 순서적으로 있게 된다. 다르게는, 데이타 시켄스의 데이타 값은 명령 페이지의 각각에 할당된 시켄스 번호에 기
본하는 순서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복합 페이지의 데이타 내용을 나타내는 집합 메시지는 검증 명령을 함유하는 페이지의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한 수용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셀룰러 통신 상태는 검증 페이지에 반응하는 검증 상태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집합 메시지가 검증을 받게 되면, 집합 메시지의 데이타 시켄스가 수신된 명령 페이지와 관련된 명령
에 의거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운영된다. 다음,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는 정상 운영 상태로 돌아온다.

    
만일, 수신된 페이지가 다른 미리 정해진 지표를 함유하고 그리고 셀룰러 통신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다른 대응 마스크
와 매치하면, 셀룰러 통신 장치는 정상 상태로부터 수신 데이타 상태로 변환동작하여 반응하게 된다. 각각의 셀룰러 통
신 장치는 이러한 다른 미리 정해진 지표에 대응하는 마스크를 구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수신동작 장
치는 이러한 다른 미리 정해진 지표를 함유하는 페이지에 대응하여 수신 장치 식별자 상태 보다는, 수신 데이타 상태로 
바로 전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한 개 이상의 선택된 수신동작 장치 보다는 범용 그룹의 셀룰러 통신 장치
로 복합 세트의 페이지를 경유하여 데이타 시켄스의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MR(cellular mobile radiotelephone)시스템(8)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경유하여 복합 페이지를 송신시키어 
복수 셀룰러 통신 장치(34)의 선택된 하나와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진 페이지의 하나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할당된 지정 식
별자를 가진 일 페이지용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와;

지정 식별자를 가지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명령을 함유하는 페이지용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모니터
링 하는 단계와;

명령 함유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여, 데이타의 시켄스를 함유하는 집합 데이타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페이지
의 각각으로부터의 데이타를 합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명령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다른 명령을 함유하는 일 페이지용의 셀룰러 망 제어 채널
(38)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와;

다른 명령을 함유하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집합 데이타 메시지의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는 단계를 부
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데이타 시켄스의 데이타로 연산되는 검증 값과 다른 명령 페이지의 검증 텀이 매치하지 않는 경우에 
데이타 시켄스를 폐기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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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임의적 최대 시간 주기 내에서 다른 명령 페이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 데이타 시켄스를 폐기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임의적 최대 시간 주기를 초과하는 임의 쌍의 수신된 명령 페이지 사이에 시간 주기인 경우에 데이타 
시켄스를 폐기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모니터링 하는 중에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수 이상을 수신
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데이타 시켄스를 폐기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명령에 따르는 데이타 시켄스로 운영하여 데이타 시켄스의 검증에 반응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타 합성 단계는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34)에서 대응 명령 페이지의 도달에 기본하는 각각의 
수신된 명령 페이지의 데이타를 순서지게 하는 단계(ordering)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타 합성 단계는 각각의 명령 페이지에 함유된 수 값에 기본하는 시켄스 순서로 각각의 수신된 명
령 페이지를 순서지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진 일 페이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각각의 셀룰러 통신 장치(34)의 메모리(76)에 저장되는 마스크에 대해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지는 수신된 페이지의 
적어도 일 부분과 대비하는 단계와;

마스크가 페이지의 상기 부분과 매치하는 경우에 페이지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진 페이지는 적어도 전화번호(MIN)의 일부를 나타내도록 포맷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지정 식별자를 가진 일 페이지를 수용하는 단계는,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34)의 메모리(76)에 저
장된 마스크 세트의 하나에 대한 지정 식별자를 가진 수신된 페이지의 적어도 일 부분을 대비하는 단계와;

페이지의 일부가 마스크의 일 세트와 매치하는 경우에 페이지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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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할당된 지정 식별자를 가지는 일 페이지용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
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는: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진 일 페이지를 수신한 후에 임의 시간 주기 동안 셀룰러 망 채널(38)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와;

지정 식별자를 가지는 일 페이지를 수신하지 않고 임의 시간 주기가 마감하는 경우에 모니터링 단계를 종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명령은 BIB(busy idle bit) 로드에 대한 액션을 명기하고 그리고 데이타 시켄스는 BIB데이타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명령은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그에 접속된 타이머 장치(82)용으로 미리 정해진 시간을 설
정하는 액숀을 명기하고, 그리고 데이타 시켄스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대응하는 타이밍 데이타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명령은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34)가 명령을 함유하는 각각의 페이지의 임의 부분에 함유된 데이
타 값을 인식하고 선택된 셀룰러 통신 장치(34)에 대한 외부 장치에 데이타 값을 포함하는 데이타 시켄스를 제공하도
록 액숀을 명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명령 함유 페이지는 전화번호(MIN)의 디지트를 포함하고, 명령 페이지는 미리 정해진 지표를 나타내
는 전화번호의 임의 디지트 와, 데이타 값을 나타내는 전화 번호의 다른 디지트 및 명령과 상관된 액숀을 식별하는 전화
번호의 나머지 디지트를 포함하는 포맷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다른 명령을 함유하는 페이지를 수용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검증 값을 연산하여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
의 미리 정해진 수로 제공되는 데이타를 검증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연산은:

명령을 함유한 각각의 페이지의 데이타가 명령을 함유한 모든 페이지의 십육진수 값-합을 생성하도록 각각의 디지트 
쌍을 합산하는 단계와;

배타적 논리합으로된 합산을 생성하도록 명령을 함유한 모든 페이지의 십육진수 값 합을 갖는 명령을 함유한 제 1 페이
지의 제 2 최소 유효 디지트 쌍을 배타적 논리합으로 하는 단계와;

연산된 식별 값을 제공하도록 십진수 값으로 배타적 논리합으로된 총합을 변환하는 단계와;

다른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에 함유된 식별 텀 과 연산된 식별 값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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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셀(12) 어레이를 가진 CMR시스템(8)에서 또는 그 용도에서, 복수 원격 데이타 소스(30)로부터 수집된 선택된 데이타
를 통신하는 데이타 메시지 시스템은:

데이타 메시지는 셀룰러 무선전화기가 처음으로 상기 CMR 시스템(8)에 대한 자체 식별 시에 셀룰러 무선 전화에 의해 
전송되는 식별 신호에 대응하도록 포맷되고, 각각의 상기 데이타 보고 장치는 선택된 데이타를 함유하는 데이타 메시지
를 전송하고 그리고 선택된 데이타를 획득하도록 원격 데이타 소스(30)의 대응하는 하나를 모니터링 하는 동작을 하는, 
복수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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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어레이의 커버 지역 내에서 동작하는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의 각각으로부터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경유
하여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는 MSC(mobile switching center)(24)와;

제 1 통신 링크(42)를 경유하여 MSC(24)로부터의 데이타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선택된 데이타를 수집
하는 데이타 수집 시스템(40)을 포함하고;

상기 MSC(24)는 부가적으로 셀룰러 망 제어 채널(32)을 경유하여 페이지를 전송하는 동작을 하며, 선택된 페이지는 
데이타 시켄스의 일 부분을 형성하는 데이타 세트를 함유하고;

상기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는 부가로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지는 일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의 선택된 하나에 할당된 지정 식별자를 가지는 일 페이지용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모니터 하
는 동작을 하며;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수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여, 상기 선택된 데이타 보고 동작 장치(29)는 부가
로 데이타 시켄스를 함유하는 집합 데이타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수의 각각 으로부터 데이타 세트
를 인식하도록 동작하며, 그리고 지정 식별자를 가지는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명령을 함유한 페이지용 셀
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모니터 하는 동작성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선택된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는,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수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검증 
액숀에 대응하는 명령을 함유하는 페이지용 FOCC를 모니터 하고, 검증 페이지를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집합 데이
타 메시지의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고, 그리고 데이타 시켄스를 검증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명령에 의거 데이타 시켄스
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선택된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는, (1)다른 명령 페이지의 검증 값이 데이타 시켄스의 합성 데이
타로 연산되는 검증 텀이 매치하지 않거나 또는, (2)검증 명령 페이지가 임의적으로 미리 명기된 시간 주기 내에서 수
신되지 않음이 발생하는, 어느 한 경우에 데이타를 폐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선택된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는 임의적 최대 시간 주기를 초과하는 임의 쌍의 수신된 명령 페
이지 사이에 시간 주기인 경우에 데이타를 폐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 선택된 데이타 보고동작 장치(29)는 셀룰러 망 제어 채널(38)을 모니터링 하는 중에 명령을 함유
한 페이지의 미리 정해진 수 이상을 수신하는 동작에 반응하는 데이타를 폐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 30항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지표를 가진 페이지는 CMR시스템(8)용 전화번호(MIN)의 적어도 일 부분을 나타내도
록 포맷되고; 그리고

명령을 함유한 상기 페이지는 복수 디지트를 가진 전화번호를 나타내도록 포맷되고, 전화번호의 임의적 디지트는 미리 
정해진 지표를 나타내고, 전화번호의 다른 디지트는 데이타 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전화번호의 나머지 디지트는 명령과 
상관된 액숀을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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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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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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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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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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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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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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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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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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