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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입자에 대한 전화호출의 우선경로 지정장치 및 방법

요약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호출부분과 가입자 사이에 효율적으로 통신링크를 설정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여러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적을 유지한다. 가입자와 연관된 여러전화의 전화번호는 전화호출
이 가입자에게 될 때,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보되도록 상대 우선권이 초기
에 할당된다. 우선경로지정 목적을 가입자가 우선경보에 응답하는 전화가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는 전화
번호가 가입자의 전화호출의 응답에 따라 초기에 경보되도록 순차적으로 재정렬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가입자에 대한 전화호출의 우선경로 지정장치 및 방법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셀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특히 셀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을 효과적으로 통
신을 설정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무선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다수의 이동유닛 또는 가입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다. 셀무선통신 시스템은“AMPS”시스템과 같은 아날로그 셀시스템과 범유럽“GSM”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Dual  Mode  Cellular  by  Ha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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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P.T. Steiner publishing Co., Bridgeville, pennsylvania(1992)).

셀무선통신 전화는 하나 이상의 셀전화, 하나 이상의 기지국 및 이동전화 교환센터(MSC)를 포함한다. 일
반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수백개의 무선기지국 수천개의 셀전화 및 하나 이상의 MSC를 포함한다. 셀무선통
신 시스템을 셀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공간을 둔 무선영역을 포함한다. 각각의 셀은 셀 영역내에 위치한 
셀전화에 그리고 이로 부터 메세지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무선기지국을 포함한다.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각각의  셀을  셀전화  메세지가  운반되는  다수의  듀플렉스  음성채널을  포함한다. 
또한, 각각의 셀에는 셀전화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의 제어채널과 할당된 음성 채널이 제공되어 있
다. 따라서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듀플렉스 무선통신신호 및 링크가 두개의 셀전화 사이 또는 셀전
화와 무선전화 사이에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었듯이,“셀전화”라는 용어는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휴대용 전화장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듀플렉스 무선통신신호 및 링크가 두개의 셀전화 사이 또는 셀저화
와 무선전화 사이에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었듯이,“셀전화”라는 용어는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엑세스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휴대용 전화장치를 포함한다. 셀전화는 백전화장치(bag phone variety) 
및 영구설치 셀전화기인 차량이동전화를 포함한다. 또한,“셀전화”란 팩시 리와 같은 셀전화 데이터통
신, 데이터처리 워드처리 응용 및 기타 개인통신 기능 외의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을 포함한다. 이들의 고
기능 셀전화를 개인용 통신 시스템이라고 한다.

각각의 무선기지국은 제어유닛 및 안테나를 포함한다. 셀범위내에 위치한 셀전화에 대해 기지국은 셀전화
로 부터 및 에 메세지에 응답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무선기지국을 셀전화로 통신링크의 풍질을 감독한
다. 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무선 기지국은 모뎀 번호 RBS882(Ericsson Telecom AB Stockholm, Sweden for 
the  CMS8800  cellular  mobile  telephone  system  제조)이다.  아날로그  셀망의  전체  설명이  Ericsson 
Telecom AB의 공보번호 EN/LZT 101 908 R2B,에 제공되어 있다.

다수의 기지국은 셀시스템의 중앙제어로 작용하는 단일 MSC에 연결되어 있다. MSC는 셀전화와 무선전화 
간에 통신을 허여하기 위해 공중교환 전화망(PSTN)에 연결된 셀프로세서와 셀스위치를 포함한다. 또한, 
MSC는 홈로케이션 레지스터(HLR)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HLR은 셀시스템의 가입자에 관한 데이터를 기억
하는 연결결합을 포함하나. 이 데이터는 호출대기 또는 호출 유지와 같은 가입자요청 특정 서어비스는 물
론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한, HLR은 저장된 가입자 데이터를 조작하는 처리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노우드가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MSC 또는 PSTN과 같은 또 다른 관련 통신망과 연관이 될 수 있다. 특
정노우드가 PSTN고 같은 또 다른 통신망에 관련이 있을지라도 셀무선통신망은 이동통신시스템 또는 PSTN
같은 다른 결합된 통신망의 MSC와 PSTN 또는 기타 통신망 사예 상호접속을 경유해 특정노우드를 액세스 
할 수 있다. 특정노우드는 중간무선 기지국을 경유하는 것과 같은 전화사이에 효율적인 통신링크를 설정
하거나 음성제어 언어정보 및 번호해석 서어비스를 제거함을 물론 대화전화 호출의 설정을 수행하기 위해 
PSTN과 연관된 전화 또는 셀전화에 소정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노우드는 셀전화의 사용자에게 페
이징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일차통신 링크가 유효하지 않으면, 또 다른 통신링크의 설정을 초래한
다. 특정노우드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U.S. Patent Application Serial No. 018, 268 entitled
“A  Method  of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A  Functionality”and  U.S.  Patent  Application  Serial 
No. 018, 223 entitled “A Method of Organizing Communication”이들 두개의 출원은 1993. 2. 16 제
출). 여러 가입자 또는 셀무선통신 시스템이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전화를 포함하고, 각각의 이들은 다른 
전화번호가 할당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셀무선통신 시스템 가입자는 업무장소에 이용되는 전하(이하 업무용 전화)와 거주지에서 이
용되는 전화(이하 가정용 전화)를 지닌다.

가입자와 접촉하기 위해 최상의 위치를 부분에 제공하도록 가입자는 호출부분에 가입자와 연과된 다른 전
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전화를 지닌 가입자의 경우에, 가입자와 호출부분 사이에 
정확히 제공되어야 하는 경보량으로 인해 또 다른 부분에 각각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가입자와 관련된 각각의 전화번호가 정확히 제공되어 호출부분에 의해 기록될지라도, 호출부분은 
적시에 가입자의 전화중 하나에 할당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화호출만을 한다. 따라서, 호출부분을 가입자
가 응답할 수 있다고 믿는 전하에 호출한다.

가입자가 초기에 호출된 전화의 정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호출부분이 순차적으로 가입자와 관련된 기타 
전화에 할당된 하나 이상의 나머지 전화번호를 시도해야 한다. 따라서, 호출부분은 여러 다른 전화번호를 
호출해야 한다. 각각은 가입자에 도달하려 할 때 다른 전화번호의 앤트리를 요구한다. 가입자에 대한 전
화호출의 처리는 호출자에게 수고를 끼칠 뿐 아니라 전화번호의 정렬 및 앤트리에서 에러를 발생하는 경
향이 있다. 셀전화에 대한 각각의 전화호출을 셀전화가 연관된 셀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부하를 증대시
킨다. 셀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부하를 증대시킨다.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부품을 토대로 각각의 시스템
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소정의 최대 허여가능한 부하를 지닌다. 그러나,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오퍼레이
터는 호출이 시스템 부하를 증대시킬지라도 응답하지 않은 전화호출에 대해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
라서, 다수의 전화와 연관된 가입자에 도달하려할 때 호출된 다중전화 호출이 셀무선통신망의 오퍼레이터
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호출부분이 여러 전화와 연
관된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가입자에게 호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각각은 전
화번호가 다르다.

[발명의 요약]

전문의 배경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개량된 셀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로우트 전화호출을 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및 기타목적은 다수의 전화번호를 유지하여 정렬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에 의해 성취되어 전

11-2

1019960702226



화번호가 소정의 가입자에 효율적으로 호출된다.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소정의 가입자의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리스트를 포함한다. 또한,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응답하여 전화호출을 
하는 소오스 전화와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사이에 통신링크를 설정하기 위한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포함한
다.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를 
순차적으로 경보한다.

또한,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응답하여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우선경
로지정 목록을 정렬시키는 재우선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재우선경로지정 목록을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
는 전화가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도록 되어 있어서,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대한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
하여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보된다. 우선경로지정 목록은 최상위 우선권에서 최하위 우선권
가지 랭크된 전화번호의 목록을 포함한다.

따라서, 재우선수단을 가입자가 응답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우선경로지정 목록의 최상위 우선권으
로 표시하는 랭킹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랭킹수단을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지 않는 가입자에 연관된 또 
다른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의 상대랭킹을 유지시킨다. 재우선수단은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한 전화에 할
당된 전화번호를 결정하는 전화번호 결정수단을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또한 재우선수단을 전화호출에 대한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
번호에 대한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보되도록 가입자가 관련
전화에서 전화호출한 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수단을 포함
한다.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가입자가 소정의 시간주기내에서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는지를 결정하는 타
이머수단을 포함한다. 가입자가 소정의 시간주기 내에서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통신링크 설
정수단은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가입자와 연관된 제2전화를 경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우선경로지정 목록 통신링크 설정수단 및 재우선수단과 연관된 셀무선망 
포함한다. 또한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셀무선망에 응답하는 다수의 셀전화를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셀무선망에 응답하여 셀무선망에 가입자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기
억하는 이동전화 교환국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이동전화 교환국을 우선경로지정 목록 통신링크 설정
수단 및 재우선 수단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특정노우드는  우선경로지정  목록  통신링크  설정수단  및  재우선을  구비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장치 및 방법은 전화호출을 효율적인 방식 소정의 가입자와 관련된 전화에 
하게 한다. 특히,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 시스템 및 방법은 가입자가 응답하는 전화호출을 추종하는 소정
의 가입자와 전화호출을 추종하는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에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한다. 가
입자가 최근 응답한 전화는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호출된 다음 전화번호에 의해 초기에 경보된다.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 시스템 및 장치는 하나의 전화번호가 제공되어 엔터하기 때문에 전화호출이 루우트 되
는 효율을 증대시키는 가입자가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는 것이 증가하여 통신링크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킨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기본소자의 블록도.

제2(a)도는 및 제2(b)도는 본 발명을 따른 우선경로지정 목록의 두개의 실시예의 블록도.

제3도는 제어장치의 본 발명의 기억수단의 블록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유지하
여 정렬하는 작동의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수반한 도면을 참고로 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고, 여기서 설명한 실시예로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본 실시예는 통상인이 본 발명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같은 번호를 같은 요소를 언급한다.

제1도를 참조하면,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이 도시되어 있다.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은 다수의 영역 또는 
셀(26)을 포함하고, 이 셀의 각각은 다수의 영역 또는 셀(26)을 포함하고, 이 셀은 해당 무선기지국(23)
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각각의 기지국(23)은 제어 및 기타 공지된 셀무선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전화 교환센터(MSC)에 연결되어 있다. 도시되어 있듯이, MSC는 일반적으로 셀
프로세서(28)와 셀스위치(29)를 포함한다. MSC의 셀스위치(29)는 인터패이스에 연결되어 이 인터패이스를 
공준전화 교환망(PSTN)(30)과 같은 통신망에 제공한다.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설계는 통상인에게 공지되어 
있듯이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아날로그는 디지탈이든 어떠한 셀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셀전화(21)은 또한 제1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무선기지국(23)은 셀(36)의 셀전화(21)의 
통신하는데 적합하다. MSC(25)가 연결된 PSTN과 같은 통신망(30)이 하나 이상의 전화 즉, 제1도에 도시된 
유선전화(33)와 통신한다. 따라서, 듀플렉스 무선통신신호(32)가 두개의 셀전화(21) 사이 또는 셀전화와 
유선전화(33) 사이의 셀전화 사이의 셀무선통신 시스템(20)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다수의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포함한다. 경로지정 목록의 각각
의 전화번호가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의 소정의 가입자와 관련된 전화에 할당된다. 예를들어서, 셀전화
(21) 외에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의 소정의 가입자가 업무전화 가정용 전화를 지닌다. 업무전화 및 가정
용전화는 셀전화일 필요는 없지만, 유선전화일 수 있다. 또한,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화는 여
러전화 번호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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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a)도 및 제2(b)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은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
된 전화번호의 리스팅을 포함한다. 전화번호는 최고 우선순위에서 최저 우선까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상대 우선권을 가입자가 응답하기를 바라는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에 할당된다. 다음, 가입자
가 응답하기를 바라는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가 상위 우선권에 할당되고 가입자가 응답하기를 덜 좋아하
는 전화에 할당되는 전화번호가 하위 우선권에 할당되도록 가입자가 상대 우선권을 나머지 전화번호에 할
당된다.

예를 들어서, 소정의 가입자는 가입자가 응답하기 가장 좋은 휴대용 셀전화(21) 가입자가 응답하기가 나
쁜 업무전화 및 가정용 전화를 지닌다. 제2(a)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소정의 가입자가 최상 우선권(10)을 
휴대용 셀전화(21)에 할당된 전화번호에 중간우선권(7)을 작업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에 최하위 우선권
(1)을 가정용 전화에 할당된 전화에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어떤 바람
직한 방법으로 우선권을 전화번호에 할당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우선권이 자동초기 할당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수치적 우선표시(즉, 1, 7, 10)을 예를들 것이고,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에 상대
우선권을 표시하는 기타 수단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셀무선통신 시스템은 소정의 가입자와 연과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전화호출하는 소오스(source) 전
화 사이에 듀플렉스 무선통신신호(32)와 같은 통신링크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응답하는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포함한다.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가 가입자에 할당되고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각각의 전화번호와 다르다. 그러나 소정의 전화번호는 가입자의 셀전화에 할당된 수와 같
은 수일 수 있다.

통신링크 설정수단은 가청 링잉(ringing) 또는 버징(buzzing)을 발생함으로서 최상 우선권이 할당되는 가
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최기에 경보된다.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최하위 
우선권이 할당된 전화가 최종적으로 경보되도록 내림차순서로 가입자와 관련된 각각의 전화를 경보한다.

제2(b)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두개 이상의 전화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같은 우선권이 할당될 수 있다. 
예를들어, 작업전화(1)과 (2)는 같은 우선권(10)이 할당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같은 우선권이 할
당된 전화는 상위 우선권을 지닌 모든 전화가 경계되고 어떠한 응답도 가입자에게 수신되지 않을때 동시
에 경보한다. 만일, 가입자가 동일한 우선권을 지닌 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가입자와 관련된 나
머지 전화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듯이 우선권의 내림차 순서로 연속적으로 경보된다.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따르는 전화의 이 경보는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거나 가입자와 연관되고 우선
경로지정 목록에 목록된 각각의 전화가 경보될때까지 일반적으로 연속된다. 가입자가 연관되고 우선경로
지정 목록(38)에 목록된 각각의 전화의 경보를 따라 추종하지 않으면 메세지는 소오스 전화에 
전달되어서, 소정의 전화번호로 호출하고 피호출 가입자와 유효하지 않은 호출부분을 일린다. 우선경로지
정 목록(38)에 목록된 각각의 전화가 가입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경보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소저의 전화번호만을 필요로하고 호출부분은 가입자에 할당된 소정의 전화번호만을 다이얼하고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각각의 전화번호를 다이얼 할필요가 없다.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가입자가 소정의 시간주기내에서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
이얼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만일,  가입자가  소정의  시간주기내에서,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우선경로지정 목록(38)에 가입자와 연관된 제2전화를 경보할 수 있다. 가입
자 또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각각의 전화가 경보한 소정의 시간주기를 일반적으로 선택한다. 소정의 시
간주기는 가입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화가 시간의 불규칙한 길이를 대기하여 가입자가 유효한 경우를 결정
하기 위해 호출 부분을 필요로하지 않고 경보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통신링크 설정수단은, 가입자가 응답하기전 그리고 각각의 관련된 전화에 경보하
지 않고, 우선경로지정 목록(38)에 따라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경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통신링크 설
정수단은 가입자가 응답하기전, 그리고 앞서 가입자에 의해 한정되거나 선택된 예의 제한된 번호로 관련 
전화를 경보하지 않고 전화를 경보하는 것만을 정지시킨다. 예를들어서,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의 하나 
이상의 부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는 가입자는 스킵(skip) 또는 바이패스 하도록 전화중 하나와 연관된 
키이패드를 경유해 명령을 앤터(enter) 하므로서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명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주변에 
있지 않을 하나 이상의 전화를 경보하지 않는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입자는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명령하
여서 우선 루이팅 목록(38)의 모든 전화를 스킵하고, 이 목록을 가입자가 소정의 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관련 전화중 소정의 하나보다 낮은 우선권을 지닌다.

또한, 가입자는 통신링크에 명령하여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의 전화중 소정의 하나에 위치한 모든 전화호
출을 또 다른 소정의 전화에 포워드(foreard)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선경로지정 목록(38)에 따라 소정
의 전화를 경보하는 대신, 또다른 소정의 전화가 경보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가압자와 연관된 전화에서 
가입자가 방문하는 친근한 사람의 전화와 같은 우선경로지정 목록(38)에 목록되지 않은 전화에 전화호출
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가입자가 응답하기전, 그리고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의 전화가, 이미 사용되
는  경우  각각의  관련  전화를  경보하지  않고,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를  경보하는  것을  정지한다.  이 
경우에, 통신링크 설정수단은 중간 우선권을 갖는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의 모든 전화를 스킵할 수 있지
만, 응답기기인 최하위 우선권을 지닌 전화를 경보할 수 있다. 또한, 정보링크 설정수단을 또 다른 전화
를 경보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고, 호출부분에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가입자 전화가 이
미 서어비스중인 메세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가입자를 경보하여 전화호출을 하는 
부분으로 통신링크를 설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또한,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설정수단을 정렬
하기 위해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응답하는 재우선 수단을 포함한다. 재우선수단을 가입자가 경보에 바로 
응답하는 전화가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도록 가입자가 응답하는 가입자 전화호출을 추종하는 우선경로지
정 목록(38)을 정렬시킨다. 따라서 가입자가 바로 응답하고 최상위 우선권이 지금 할당된 전화가 가입자
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하여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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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가입자가 경보에 바로 응답하는 전화가 가입자에 대한 다음 전화 호출에 응답하
여 초기에 경보되도록 갱신된다. 따라서, 호출부분을 평균적으로 가입자에 급속하게 통신링크를 설정하여 
본 발명에 따라 가입자가 바로 응답하는 전화경보에 응답한다.

재우선수단을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는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결정하기 위한 전화번호 결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된 전화번호는 재우선수단에 의해 최상의 우선권이 할당된다. 재우선수단
을 또한, 가입자가 경보에 최근 응답하는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우선경로지정 목록의 최상위 랭킹에 
표시하는 랭킹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랭킹수단을 가입자와 연관되고, 이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지 않는 
또 다른 전화시 할당된 전화번호의 상태랭킹을 유지한다.

예를들어서, 가입자의 셀전화가 가입자 업무용 전화는 중간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 가정용 전화는 최하
위 우선권이 할당되는 아래에서 설명한 예에서 작업전화의 경보에 응답하는 가입자의 소정의 전화번호에 
전화호출이 된다. 랭킹수단을 작업전화에 최상위 우선권을 할당하고 셀전화가 중간우선권이 할당되고 가
정용 전화기 최하위 우선권이 할당되도록 또 다른 전화의 상대 랭킹을 유지한다.

가입자가 동일한 우선권이 할당되고 동시에 경보된 다수의 전화중 하나의 경보에 응답하면, 동일한 우선
권이 할당된 각각의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된다. 따라서, 동일한 최상위 우선권을 지닌 각각의 전화는 사
용자에 대한 다음 전화 호출에 응답하여 동시에 초기에 경보된다. 또한, 가입자가 동일한 우선권이 할당
되고, 동시에 경보된 다수의 전화중 하나의 경보에 응답하면, 가입자가 응답하는 특정 전화에는 최상위 
우선권이 재할당되고 동일한 초기우선권이 할당되는 나머지 전화는 같은 우선권이 유지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재우선수단은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로 부터의 전화호출을 추종하는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정렬하는 수단(55)을 포함하고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로 부터의 전화호출을 추종하는 정렬을 
호출된 시간에 가입자가 호출이된 전화부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 호출부분 사이에 통신을 설
정한다.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의 실시예의 MSC(25)는 우선경로지정 목록(38), 통신링크 설정수단 및 재우선수단
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을 시행하도록 호출부분이 전화호출하는 가입
자에 할당된 소정의 전화번호가 가입자와 관련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38)과 연
관하여 MSC(25) 내에 유지된다.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의 또 다른 실시예는 셀무선망에 응답하고 MSC(25)와 관려된 특정노우드(34)를 포
함한다.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노우드(34)는 MSC와 관련 PSTN 사이에 설정된 인터패이스를 경유하여 
PSTN과 연관된 전화(33)와 셀무선통신망(20)과 연관된 셀전화(21)에 소정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PSTN 
또는 통신망(30)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특정노우드(34)는 업무용 다수의 전화와 같은 컴퓨터에서 구현
될 수 있다.

특정노우드(34)가 제1도의 블록으로 도시되어 있듯이, 특정노우드(34)의 모든 부분이 실직적으로 MSC(25) 
또는 홈로케이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HLR)와 협체될 수 있다. 또한, 특정노우드(34)가 예
시를 위해 제1도의 단일 블록으로 도시되어 있을지라도 특정노우드(34)가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셀무선통신 시스템(20)에 분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노우드(34)의 부분이 HLR(25) 내에 협
체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특정노우드(34)는 외부에 있을 수 있지만, MSC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특정노
우드(34)는 제어장치 메모리 및 모뎀(아날로그 응용)을 필요로하지만, 모뎀 폴(modem pool)을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의 기타소자와 공유할 수 있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듯이 특정노우드(34)는 소정의 기능을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의 다수의 셀전화(21)에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특정노우드(34)는 우선경로지정 목록(38) 통신링크 설정수단 및 재우선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호출부분이 전화호출을 하는 
가입자에 할당된 소정의 전화번호가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우선경로지정 목록(38)과 연관하여 
특정노우드(34) 내에 유지된다.

특히,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따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제어장치(40),  MSC  또는 특정노우드
(34)의  램덤  액세스  메모리(RAM)와  같은  저장수단(42)을  아래에  설명되어  있듯이,  우선경로지정 목록
(38), 통신링크 설정수단(46) 및 재우선수단(48)을 포함한다.

제3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제어장치(40)는 타이머수단(50)을 포함하는 통신링크 설정수단(46) 및 랭킹수
단(52)과 전화번호 결정수단(54)을 포함하는 재우선수단(48)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기억수단(42)을 우선
경로지정 목록(38)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타이머수단(50)을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어장치에 관련된 외부타이머에 대한 타이밍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어장치(40)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루우틴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입자와 관련된 소정의 전화번호는 물론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기억수단(42)에 의해 보지될 
수 있다. 또한, 관련된 제어장치(40)는 가입자가 최상위 우선권과 응답하는 전화에 할당된 전화를 할당하
도록 가입자에 의해 각각의 응답을 추종하는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오스전화는 셀전화(21) 또는 유선전화(33)일 수 있다. 또한, 통신요청을 소오스 전화로 
부터 호출부분의 전화호출이다. 그러나, 통신요청을 페이징장치에 전송된 메세지 팩시 리 전송기, 전자
우편 메세지 또는 여러형태의 통신을 전송하기 위한 요청일 수 있다.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이 각각의 셀
전화(21)는 이러한 특성과 연관된 셀전화의 사용자가 이 특성에 대한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경로지정 목록과 연관될 필요가 없다.

대신, 셀무선통신 시스템(20)을 셀전화(21)중 소정의 하나가 우선경로지정 목록 특성을 포함 또는 할용하
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와 연관된 다수의 전화중에서 인입전화 호출을 루우트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만이 특성을 활용하도록 선택하여 이에 대해 요금을 지불한다.

또한, 우선경로지정 리스트 특성을 선택한 셀전화의 사용자는 이 특성을 할용하지 않으면, 특성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우선경로지정 목록 특성을 처음에 선택하지 않을 셀전화기(21)의 사용자는 이 특성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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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거나 가산할 수 있다.

제4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유지하여 정렬하는 상세한 작동
이 설명되어 있다. 처음에, 통신링크가 우선경로지정 리스트(38)에 따라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를 순차적
으로 경보함으로서 블록(58)에 도시되어 있듯이 가입자와 관련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대해 전화호출을 하
는 소오스 전화와 소정의 가입자 사이에 설정되도록 된다. 특히,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된 전화기 초기에 
블록(60)에 설명되어 있듯이 경보된다. 가입자가 소정의 시간주기 내에서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
으면,  경로지정  목록의  다음  최상위  우선권을  갖는  전화가  블록(62)  및  (64)에  도시되어  있듯이 
경보된다. 가입자가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 또는 경보에 할때까지 우선경로지정 목록(38)에 목록된 전화가 
순차적으로 경보되고 가입자가 블록(66)에 도시되어 있듯이 응답하지 않는다. 전화가 가입자로 부터 응답
없이 경보되면, 메세지가 블록(68)에 설명되어 있듯이, 현재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오스 전화
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고, 정보링크가 설정되면, 가입자가 응답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가 블록
(70) 및 (72)에 도시된 것처럼 결정된다. 이후,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이 블록(74)에 설명되어 있듯이, 
재정렬되어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는 정보에는 최상 우선권이 할당되어서,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
번호에 대해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하여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보될 수 있다. 특히, 가입자
가 응답한 전화에 할당되 전화번호가 경로지정 목록의 최상위 우선권으로 표시되고, 가입자와 관련되고, 
가입자가 응답하지 않는 또 다른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의 상태 랭킹이 유지된다.

또한, 다음 호출을 수신할 때 최종피호출 전화가 경보된 후 원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통해 순차적으로 
경로지정한다. 다수의 전호와 연관된 가입자에 대한 전화호출이 전화의 예비 할당 우선권뿐이라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는 최근 전화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루우트될 수 있다. 통상, 통신링크는 호출
부분과 가입자 사이에 신속하게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각각의 가입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경로지정 목록을 포함한다. 따라
서, 가입자는 상이한 경로지정 목록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목록을 상이한 전화번호를 포함하거나 같은 전
화번호에 할당된 상이한 특성을 하고, 이 전화번호는 그날에 상이한 시간주기에 대해 효과적이다. 셀무선
통신 시스템(20)을 그주의 날 및 그날의 시간과 같은 현재 기준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제어장치(40)와 연
관된 클럭수단(56)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호출부분이 전화호출하는 시간에 유효한 우
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를 순차적으로 경보할 수 있다.

예로서, 제1우선경로지정 목록이 7:00 a.m.과 6:00 p.m. 사이에 가입자와 관련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대한 
호출이 제1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루우트되도록 가입자에 대해 유지될 수 있다. 제2우선경로지정 목록
을 6:000 p.m.과 7:00 a.m. 사이에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번호에 대한 전화호출이 제2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루우트 되도록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의 가정용 전화에는 하위 우선권이 할당되거나 가입
자가 제1경로지정 목록의 유효시간동안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1우선경로지정 목록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입자 작업용 전화에는 하위 우선권이 할당되거나 가입자가 제2경로지정 목록의 
요효시간중, 업무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2경로지정 목록에서 제거될 수 있다.

매일 다중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유지하는 것외에 우선경로지정 목록(38)을 그주의 다른날에 대한 다른 우
선경로지정 목록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서, 상기한 경로지정 목록을 가입자가 그주동안, 업무 장소
에 있고, 그주동안 거주지에 있기 때문에 그주동안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을 
가입자에  대해  다중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이용하므로서  가입자가  큰  효률을  만들도록  테일 로드
(tailored) 된다.

도면과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가 설명되어 있고, 특정 용어가 이용될지라도 용어들이 일반적이고 
설명적으로 사용했지 본 발명의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의 전화번호가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의 우선
경로지정 목록과; 상기 우선경로지정에 응답하여, 전화호출을 하는 소오스 전화와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
의 전화번호 사이에 통신링크를 설정하는 통신링크 설정수단; 상기 설정링크 통신수단을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를 순차적으로 경보하고; 또한,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응답하여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는 전화에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
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다음전화 호출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보되도
록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재우선수단을 구비한 셀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은 최상위 우선권에서 최하위 우선권까지 표시된 전화번호
의 목록을 포함하고, 상기 재우선수단을 가입자가 응답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우선경로지정 목록의 
최상이 우선권 표시하여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지 않는 가입자와 관련된 또 다른 전화에 할당되 전화번
호의 상대랭킹을 유지하는 랭킹수단을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가입자가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상기 통신링크이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
에 따라 가입자와 관련된 제2전화를 경보할 수 있수록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소정의 시간주기내에서 
가입자와 연관된 제1전화의 경보에 가입자가 응답하는지를 결정하는 타이머수단을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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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우선수단을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는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결정하는 전화
번호 결정수단을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우선수단을 전화호출된 가입자에는 최상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와 관련된 소
정의 전화번호에 호출된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계되도록 가
입자가 관련전화로 부터 전화호출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
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 및 상기 재우선수단과 연관된 셀무선
망과, 상기 다수의 셀전화에 응답하는 다수의 셀전화기를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셀전화에 소정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셀무선망에 응답하는 특성노우
드를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노우드는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 및 상기 재우선수단
을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셀무선망에 응답하여 상기 셀무선망의 가입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기억시
키는 무선교환 센터를 더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교환 센터는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 및 상기 재우선
수단을 포함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더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의 목록을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우선경로지정 목
록이 효과적인 소정의 시간기간과 연장되어 있고; 현재기준 시간을 유지시키는 클럭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전화가 소오스 전화가 전화호출을 할 때 유효한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순
차적으로 변경되도록 다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과, 상기 클럭수단에 응답하는 셀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가입자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기억시키는 이동전화 교환국에 있어서, 각각의 전
화번호가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이 우선경로지정 
목록과; 상기 우선경로지정에 응답하여, 전화호출을 하는 소오스 전화와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 사이에 통신링크를 설정하는 통신링크 설정수단과; 상기 설정링크 통신수단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를 순차적으로 경보하고; 
또한,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응답하여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는 전화에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다음전화 호출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
보되도록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재우선수단을 구비한 
이동전화 교환국.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은 최상위 우선권에서 최하위 우선권까지 표시된 전화번
호의 목록을 포함하고, 상기 재우선수단을 가입자가 응답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우선경로지정 목록
의 최상위 우선권 표시하여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지 않는 가입자와 관련된 또 다른 전화에 할당된 전화
번호의 상대랭킹을 유지하는 랭킹수단을 포함하는 이동전화국.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가입자가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상기 통신 링크이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
록에 따라 가입자와 관련된 제2전화를 경보할 수 있도록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소정의 시간주기내에
서 가입자와 연관된 제1전화의 경보에 가입자가 응답하는지를 결정하는 타이머수단을 포함하는 이동전화
교환국.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다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더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소정의 가입자
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의 목록을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우선경로지정 
목록이 효과적인 소정의 시간 기간과 연장되어 있고; 현재기준 시간을 유지시키는 클럭수단을 더 포함하
고;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전화가 소오스 전화가 전화호출을 할 때 유효한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도록 다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과, 상기 클럭수단에 응답하는 이동전화 교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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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재우선수단을 전화호출된 가입자에는 최상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와 관련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호출된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계되도록 
가입자가 관련전화로 부터 전화호출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
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이동전화 교환국.

청구항 17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다수의 셀전화에 소정의 기능을 제공하는 특성노우드에 있어서, 각각의 전화번호가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과; 상
기 우선경로지정에 응답하여, 전화호출을 하는 소오스 전화와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 
사이에 통신링크를 설정하는 통신링크 설정수단과; 상기 설정링크 통신수단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
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를 순차적으로 경보하고; 또한, 상
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응답하여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는 전화에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다음전화 호출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보되도록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재우선수단을 구비한 
특성노우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은 최상위 우선권에서 최하위 우선권까지 표시된 전화번
호의 목록을 포함하고, 상기 재우선수단을 가입자가 응답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우선경로지정 목록
의 최상위 우선권 표시하여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지 않는 가입자와 관련된 또 다른 전화에 할당된 전화
번호의 상대랭킹을 유지하는 랭킹수단을 포함하는 특성노우드.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가입자가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상기 통신 링크이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
록에 따라 가입자와 관련된 제2전화를 경보할 수 있도록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소정의 시간주기내에
서 가입자와 연관된 제1전화의 경보에 가입자가 응답하는지를 결정하는 타이머수단을 포함하는 특성노우
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다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더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소정의 가입자
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의 목록을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우선경로지정 
목록이 효과적인 소정의 시간 기간과 연장되어 있고; 현재기준 시간을 유지시키는 클럭수단을 더 포함하
고;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을 전화가 소오스 전화가 전화호출을 할 때 유효한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도록 다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과, 상기 클럭수단에 응답하는 특성노우드.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재우선수단을 전화호출된 가입자에는 최상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와 관련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호출된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링크 설정수단에 의해 초기에 경계되도록 
가입자가 관련전화로 부터 전화호출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상기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
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특성노우드.

청구항 22 

셀무선통신 시스템의 소정의가입자와 연관된 다수의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
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소정의 가입자와 연
관된 전화를 순차적으로 경보하는 단계와; 가입자가 응답한 전화의 전화번호가 최상위 우선권이 할당되고 
가입자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에 대한 다음 전화호출에 응답하여 초기에 경보되도록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재정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
렬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은 최상위 우선권에서 최하위 우선권으로 랭크된 전화번
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포함하고, 상기 기록단계는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우선경로지정 목록의 최상위 우선권으로 표시하고,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하지 않을 가입자와 연관된 또 
다른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의 상태랭킹을 유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의 우선루이팅 목록을 
정렬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최상위 우선권에서 최하위 우선권까지 랭크된 전화번
호의 리스팅을 포함하고, 상기 재정렬 단계는 가입자가 전화호출한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의 전화번호를 
최상위 우선권으로 표시하는 가입자가 전화호출하기 않은 가입자와 연관된 또 다른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
호의 상대랭킹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가입자가 관련전화의 경보에 응답할 때 전화호출을 하는 소오스 전화 및 소정의 가입자
와 연관된 소정의 전화번호와 소정의 가입자 사이에 통신링크를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이 우
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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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통신링크를 설정하는 상기 단계는 가입자와 소정의 시간주기 내에서 가입자와 연관된 
제1전화의 경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가입자와 연관된 제2전화를 응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셀무선통신 시스템을 다수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록
을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화에 할당된 다수의 전화번호의 목록을 포함하고, 각각의 우선경로지정 목
록은 우선경로지정 목록이 유효한 소정의 시간주기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현재기준시간을 유지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순차경보단계는 전화호출이 소정의 가입자에 호출될 때 유효한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결
정하는 단계와; 유효한 우선경로지정 목록에 따라 소정의 가입자와 연관된 전하를 순차적으로 경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2항에 있어서, 가입자가 경보에 응답한 전화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전화
번호의 우선경로지정 목록을 정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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