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4B 7/26

(45) 공고일자   1999년08월02일

(11) 등록번호   10-0212052

(24) 등록일자   1999년05월07일
(21) 출원번호 10-1995-0067803 (65) 공개번호 특1997-0055991
(22) 출원일자 1995년12월30일 (43) 공개일자 1997년07월31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윤종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김규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4-9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강흠정

(54) 디지탈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방법 및 장치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수신링 발생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하나의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될 시 각 기지국에 대응하는 수신링이 발생되도록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을 구현한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은,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를 다수의 기지국들에 관련시켜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와, 
다수의 기지국중 어느 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호가 발생될 시 상기 메모리의 내용을 읽어들여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에 대응하는 링발생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중앙처리
장치에 제어되며 상기 확인된 링발생 데이터에 해당하는 톤을 발생하는 톤발생기를 적어도 초함하여 구성
된다. 이때 메모리는 불휘발성 메모리로 구현될 수 있으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링발생 데이
터는 기지국들에 따라 링발생을 위한 톤의 소리, 주기 또는 크기가 구분된다.

상기에서 중앙처리장치는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에 대응하는 링발생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중 어느 한 링발생 데이터에 해당하는 톤이 
톤발생기에 의해 발생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의 BID를 표시하는 
표시기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를 사용자가 변경가능하도록 하는 키패트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차세대 디지털 무선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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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한 이동국의 다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됨을 보여주는 도면.

제2도는 일반적인 링발생 프로토콜을 보여주는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기기국의 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이동국의 구성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라 수신링을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처리흐름도.

제6도는 일반적인 링크셋업 프로토콜을 보여주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02 : RF                                   404 : TDD로직

406 : ADPCM처리부                 408 : 스피커

410 : CPU                                412 : 톤발생기

414 : 스피커                             416 : 메모리

418 : LCD                                420 : 키패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수신링 발생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하나의 이동국이 복수의 기
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될 시 설정된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호에 대해서만 수신링을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시스템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의  사용  환경하에서  기지국(Base 
Station)과 이동국(Handset)이 하나의 묶음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은 하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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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에 다수의 이동국이 등록되어 운용된다. 또한 CT2(2nd Generation Cordless Telephone)와 같은 디지
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은 하나의 기지국에 다수의 이동국이 등록되어 운용될 뿐만 아니라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수의 기지국(BS1.BS2,BS3, ...BSn)에 이동국(HS)이 각각 등록되어 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에서 수신호(Incoming Call)가 발생하면 기지국은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링
발생 프로토콜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동국을 폴링(polling)하여 모든 이동국에 수신링이 발생되도
록 한다. 이때 기지국은 자신의 고유번호(Base Station Identification: 이하 BID라 칭함)를 가지고 이동
국을 폴링하기 때문에 이동국은 폴링하는 기지국의 BID가 지신이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의 BID인지 확인한 
후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신링을 발생한다.

그런데 이동국이 다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있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수신링은 기지국의 구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송출되는 수신링만을 듣고서는 어느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링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
다.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링에 대해서만 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
접 이동국의 표시부에 표시된 기지국의 BID를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거나 기지국 구분이 불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에서 하나의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
될 시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호에 대해서만 수신링을 발생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
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지탈 무선전화기 시스템에서 하나의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될 
시 수신링이 각각의 기지국에 대응하여 발생되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수의 기지국과, 상기 각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되며 
각 기지국에 대한 링발생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동국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을 제공한
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은 특정 기지국에 대한 링발생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해당 기지국
에 수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신링을 발생한다. 이때 링발생 데이터가 기지국 각각을 구분하도록 저
장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발생되는 수신링으로부터 어느 기지국에 수신호가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은,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를 다수의 기지국들에 관련시켜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와, 
다수의 기지국중 어느 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호가 발생될 시 상기 메모리의 내용을 읽어들여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에 대응하는 링발생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중앙처리
장치에 제어되며 상기 확인된 링발생 데이터에 해당하는 링톤을 발생하는 톤발생기를 적어도 포함하여 구
성된다. 이때 메모리는 불휘발성 메모리로 구현될 수 있으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링발생 데
이터는 기지국들에 따라 링발생을 위한 톤의 소리, 주기 또는 크기가 구분된다.

상기에서 중앙처리장치는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에 대응하는 링발생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중 어느 한 링발생 데이터에 해당하는 톤이 
톤발생기에 의해 발생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의 BID를 표시하는 
표시기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를 사용자가 변경가능하도록 하는 키패드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
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
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내려진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또는 칩설계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
다.

우선 본 발명이 적용되는 CT2-CAI(Common Air Interface)규격에 따른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기지국
과 이동국에서 수행되는 링발생의 동작과 통화동작을 제3도 및 제4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사설기지국(Private Base Station)의 구성도이고, 제4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이동국의 구성도이다.

제3도에 도시된 기지국의 PSTN인터페이스(302)는 링신호, 라인신호를 제공하고, 오프훅크/온훅크의 동작
을 제어한다. 기지국의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이하 CPU라 칭함)(312)가 PSTN인터페이스
(302)로부터  링신호를  검출하면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308)을  통하여 
CT2-CAI규격에 맞는 링데이터를 생성한 후 RF(314)를 통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CT2-CAI규격에 따라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링데이터는 제4도의 RF(402)를 거쳐 수신되고 이는 TDD(Time Division Duplex)로
직(404)에서 제어데이터가 분리되어 CPU(410)으로 전송되고, 이에 응답하여 CPU(410)는 톤발생기(412)를 
제어하여 스피커(414)로 링이 발생되도록 한다. 이때 이동국 사용자중 어느 한 사용자가 키패드(420)상의 
통화버튼을 누르면 CPU(410)는 이에 따른 제어데이터가 TDD로직(404)에 의해 생성되도록 제어한다. 이렇
게 생성된 데이터는 RF(402)를 거쳐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이동국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제3도의  RF(314)에  수신되고,  TDD(310)에  의해  제어데이터가  분리되어 
CPU(312)로 인가된다. 이 제어데이터에 응답하여 CPU(312)는 PSTN인터페이스(302)의 훅크제어기를 오프훅
크로 제어하여 Tel-Line으로부터의 신호가 ADPCM(308)로 인가되도록 한다. 이 라인신호는 SDPCM(308)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고, TDD로직(310)에 의해 제어데이터와 함께 처리된 후 RF(314)를 통해 이동
국으로 전송된다.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제4도의 RF(402)에 의해 수신된 후 TDD로직(404)으로 
인가되어 음성데이터와 제어데이터가 분리된다. 분리된 제어데이터는 CPU(410)로 전송되고, 음성데이터는 
ADPCM(406)에 의해 음성신호로 변환된 수 스피커(408)로 송출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과정중  이동국이  기지국의  링데이터를  수신하였을  시  CPU(410)가  기지국의 
BID(Base Station Identification)를 가지고 해당하는 링발생 데이터를 확인한 후 이 확인된 링발생 데이
터가 발생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동작은 제4도의 메모리(416)에 다수의 기지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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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BID에 관련하는 링발생 데이터를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링발생 데이터를 설정하는 일예로는 수신
링이 톤발생기(412)에 의해 톤으로서 발생되므로, 톤의 소리, 주기 및 크기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다수
의 기지국에 해당하는 링발생 데이터의 설정이 가능하다. 참고적으로 종래기술에 따른 이동국의 메모리에
는 단순히 이동국이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의 BID만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동국이 등록되
어  있는  기지국의  BID가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BID에는  대응하는  링발생  데이터가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메모리(416)는 불휘발성 메모리 EEPROM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기지국의 링발생 데
이터를 설정하는 동작은 이동국을 기지국에 최초로 등록시키는 경우에 설정할 수도 있고, 별도로 기지국
의 링발생 데이터를 설정하는 모드상에서도 가능하다. 별도로 기지국의 링발생 데이터를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키패드(420)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 제4도의 메모리(416)에 이동국이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기지국 각각의 링발생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
고, 다수의 기지국중 어느 한 기지국의 PSTN인터페이스에서 수신호가 감지된다고 가정하면, 해당하는 기
지국은 자신에게 등록되어 있는 이동국들을 폴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동국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흐름을 통해 수신링을 선택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제4도의 RF(402)에 기지국으로부터 링데이터가 수신되면, 제5도의 (502)단계에서 CPU(410)는 링데이터에
서 수신된 기지국의 BID를 검출하고, (504)단계에서 이 검출된 BID가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한다. 링데이터를 발생한 기지국이 등록된 기지국으로 확인되는 경우 CPU(410)는 (506)단계에서 
폴링메세지가 LCD(418)상에 표시되도록 제어하고, (508)단계에서 메모리(416)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하는 
링발생  데이터의  타입을  세트시킨다.  이때  세트된  링발생  데이터가  링의  발생을  금지하는  경우에 
CPU(410)는 톤발생기(412)를 제어하여 링발생을 금지시킨다. 이와달리 세트된 링발생 데이터가 링의 발생
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514)단계 내지 (524)단계를 통해 링발생 데이터가 어떠한 링발생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링을 발생한다. 일예로 링발생 데이터가 타입2로 설정된 것으로 (518)단계에서 확인
되는 경우 CPU(41)는 (520)단계에서 톤발생기(412)를 제어하여 타입2로 설정되어 있는 링발생 데이터에 
해당하는 수신링을 발생한다.

한편 링발생 데이터가 타입1~타입n중 어떠한 타입으로도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CPU(410)는 (526)단계에서 
디폴트(Default) 링이 발생되도록 톤발생기(412)를 제어한다. 이러한 디폴트 링은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
중 어느 한 링발생 데이터로 설정될 수 있다.

수신링이 발생된 이후에 사용자가 키패드(420)상의 통화버튼을 누르면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일반적
인 링크셋업 프로토콜의 동작이 수행된다. 제6도의 (610)단계에서 CPU(410)는 TDD로직(404)을 제어하여 
링크설정을 요구하는 메세지 LINK_REQUEST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발생된 링크설정 요구메세지 
LINK_REQUEST를  수신하면  기지국은  (611)단계에서  이동국  폴링을  중지하고  링크를  허용하는  메세지 
LINK_GRANT를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이동국이 (612)단계에서 LINK_SETUP 메세지를 기지국
으로 전송하면 링크가 설정되게 된다.

상기에서 이동국이 링발생 금지에 해당하는 링발생 데이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동국의 LCD상에는 
현재 기지국의 BID를 표시하므로 이때 사용자가 키패드상의 통화버튼을 누르면 링크가 설정되도록 할 수
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국이 등록되어 있는 기지국 각각에 관련하여 링발생 데이터가 설정되므
로, 다수의 기지국중 어느 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하는 수신링이 선택적으로 발
생된다. 이에따라 다수의 기지국과 다수의 이동국이 혼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등의 환경에서도 사용
자는 어떠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호가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
이 원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호에 해당하는 수신링만이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이동국들에 
동시에 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링발생에 의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사용
자는 해당 기지국으로부터 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동국의 LCD상에 표시되는 BID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링발생이 설정되지 않은 기지국과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
되어 정해져서는 않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
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수신링을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기지국중 어느 하나로부터 수신호가 발생되면 그 수신호에 포함된 기지국 고유번호
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기지국 고유번호가 검출되면 그 기지국 고유번호에 따른 기지국이 미리 수신링
을 발생할 기지국으로 설정되었는지를 검색하는 단계와, 상기 검출한 기지국 식별 정보에 따른 기지국이 
미리 수신링을 발생할 기지국으로 설정되었으면 수신링을 발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방법.

청구항 2 

다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이동국에서 수신링을 발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기지국 각각에 대응하는 링발생 데이터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기지국중 
어느 하나로부터 수신호가 발생하면 그 수신호에 포함된 기지국 고유번호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기지
국 고유번호가 검출되면 그 기지국 고유번호에 따른 기지국에 대응되게 설정된 링발생 데이터에 해당되는 
수신링을 발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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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의 기지국과,상기 다수의 기지국에 등록되어 운용되는 하나의 
이동국으로 구성되며; 상기 이동국은;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를 상기 각 기지국들에 대응시켜 저장하고 있
는 메모리와, 링발생 데이터를 제공받아 그에 대응되는 톤발생기와, 상기 다수의 기지국중 어느 하나로부
터 수신호가 발생하면, 그 수신호에 포함된 기지국의 고유번호를 검출하여 그 고유번호의 기지국에 대응
되게 저장된 링발생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서 읽어 상기 톤발생기에 제공하는 중앙처리장치를 적어도 포
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가,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에 대응하는 링발생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
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톤
발생기에  제공하는  것을  더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중앙처리장치가 검출해낸 상기 수신호가 발생된 기지국의 고유번호
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는 각 기지국에 따라 톤의 소리, 주기 또는 크기가 구분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불휘발성 메모리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적 
수신링 발생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 상기 각 기지국들에 관련되어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링발생 데이터를 사
용자가 변경가능하도록 하는 키패트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선택
적 수신링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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