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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셀룰러 위성 통신 시스템을 위한 위치 등록 방법(POSITION REGISTRATION FOR CELLULAR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요약

위성 통신 시스템내의 휴대폰(120)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휴대폰(120)은 다수의 페이징 채널
을 스캔하고 그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를 측정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셀룰러  위성  통신  시스템을  위한  위치  등록  방법(POSITION  REGISTRATION  FOR  CELLULAR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1실시예의 위성 통신 시스템을 도시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1실시예에 의한 휴대폰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2실시예에 의한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흐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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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3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5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4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6도는 3-색/3-채널 예에서의 인터스티셜 빔의 배치를 도시하는 도식도

제7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1실시예에 따른 통신망에서의 호출 정보의 흐름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mobile radio telephone)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
에서의 다수의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을 스캔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가장 강한 신호 강도의 페이징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채널로 방송된 정보를 디코드하
는 단계로서, 상기 정보는 주변의 스팟 빔(spot beam)내의 페이징 채널의 주파수를 포함하는 단계; 상기 
주변 스팟 빔내의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휴대폰의 근사화된 위치를 결정하
도록 상기 측정을 양지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위치의 결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근사화된 위치를 커버하는 제1스팟 빔내의 페이징 채널을 이용한 상기 휴대폰을 
페이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위치의 결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제1스팟 빔을 둘러싸는 스팟 빔의 페이징 채널상에서 상기 휴대폰
을 페이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위치의 결정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은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위치의 결정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는감산적인 복조를 이용해서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폰의 위치의 결정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어떤 타임 슬롯(time slot)내에서 휴대폰의 측정된 신호 강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어떤 타임 슬롯에서 측정 강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기초로 한 휴대폰의 근사적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위치의 결정 방법.

청구항 7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registering)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에서의 다수의 위성 
페이징 채널을 스캔하는 단계; 상기 위성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신호 강도를 
이용하여 상기 휴대폰의 근사적 절대 위치(absolute position)를 계산하는 단계; 휴대폰에 의해 위성 통
신  시스템에  억세스하고  등록을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위성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등록의 확인
(acknowledgement)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등록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에 대한 상기 근사적 절대 위치를 전송(transmitt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등록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에 응답하여 상기 위성 통신 시스템에 대한 상기 측정된 신호 강도를 송신
(send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등록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은 상기 확인을 수신한 이후에 타임 슬립 모드(time sleep mode)로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등록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은 상기 근사화된 절대 위치가 선정의 값만큼 변화하지 않을 때 타임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등록 방법.

청구항 12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의 휴대폰의 등록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에서의 다수의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
도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신호 강도를 이용하여 상기 휴대폰의 절대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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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위치가 선정의 값만큼 변화할 때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절대 위치가 선정의 값만큼 변화했을 때 
상기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의 등록 방법.

청구항 13 

이중 모드 위성/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일부인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휴대폰에 의해 셀룰러 통신 시스템내의 양호한 호출 채널을 모니터하는 단계; 양호한 호출 채널의 값이 
선정의 임계값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휴대폰이 결정할 때 호출 채널의 선택적 리스트를 스캔하는 단계; 선
택적 리스트상의 어느 호출 채널이 선정의 임계값이하의 신호 값을 가지는가를 결정하는 단계; 어떤 호출 
채널도 선정의 임계값 이상의 신호값을 가지지 않을 때,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해제 신호(deregistration 
signal)를 전송하는 단계; 휴대폰의 셀룰러 시스템내의 바로 전에 알려진 위치를 해제 신호가 수신된 이
후에 위성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해제 신호를 송신한 이후에 셀룰러 모드로부터 위성 모
드로 휴대폰을 절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선택적 호출 신호의 상기 리스트는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의해 연속적으로 방송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선택적 호출 신호의 상기 리스트는 등록시 휴대폰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폰에서 다수의 셀룰러 페이징 채널을 스캔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채널의 신
호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가장 강한 신호 강동듸 페이징 채널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채널로 방
송되는  정보를  디코드하는  단계로서,  상기  정보는  주변  스팟  빔의  페이징  채널의  주파수를  포함하는 
단계; 상기 주변의 수팟 빔의 페이징 채널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휴대폰의 근사화된 위
치를 결정하도록 상기 측정치를 양자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
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휴대폰에서 셀룰러 통신 시스템으로부터의 호출 채널이 선정의 임계값이상의 신호값을 
가지는 것을 감지하는 단계;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단계; 및 휴대폰을 해제하도록 상기 셀룰
러 통신 시스템으로부터의 상기 위상 통신 신호에 대한 제2해제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해제 신호는 지상선(land line)에 의해 상기 위성 통신 시스템에 전송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 상기 휴대폰으로부터의 해제 신호를 수신한 이후에, 셀룰러 시스
템은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와 같이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gister)에 휴대폰의 위치를 리스트
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휴대폰이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셀룰러 시스템이 홈 위치 레지스터에 
휴대폰의 위치를 리스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 시스템은 상기 휴대폰의 바로 전에 알려진 위치를 홈 위치 레지스터에 통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시스템은 상기 휴대폰의 바로 전에 알려진 위치를 홈 위치 레지스터에 통
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시스템은 상기 휴대폰의 바로 전에 알려진 위치로부터 방문자 위치 레지스
터 인식(Visitor Location Register Identification)을 결정하고, 상기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 인식을 홈 
위치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시스템은 상기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 인식으로부터 위성 가상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 인식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는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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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이중 통신 모드인 위성/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셀룰러 호출 채널을 찾도록 위성 통신 시스템에 
리슨하는 것을 돕는 방법에 있어서, 각 위성 페이징 채널의 주어진 영역에 대한 셀룰러 호출 채널 주파수
의 리스트를 방송하는 단계; 휴대폰에서의 셀룰러 호출 채널 주파수의 상기 리스트를 수신하는 단계; 셀
룰러 호출 채널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 셀룰러 호출 채널의 상기 신호 강도가 휴대폰에서의 선정
의 임계값 이상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셀룰러 호출 채널중의 하나가 선정의 임계값 이상인지를 휴대폰
이 결정할 때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셀룰러 통신 시
스템의 셀룰러 호출 채널을 찾도록 위성 통신 시스템에 리슨하는 것을 돕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휴대폰이 매 선정의 시간 주기마다 한번 셀룰러 호툴 채널의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셀룰러 호출 채널을 찾도록 위성 통신 시스템에 리슨하는 
것을 돕는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휴대폰을 해제하도록 상기 셀룰러 통신 신호로부터 해제 신호를 상기 위성 통신 신호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셀룰러 호출 채널을 찾도록 
위성 통신 시스템에 리슨하는 것을 돕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해제 신호가 지상선(land line)에 의해 상기 위성 통신 시스템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셀룰러 호출 채널을 찾도록 위성 통신 시스템에 리슨하는 것을 
돕는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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