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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사설 이동 통신 시스템을 공중 이동 통신망<1>
에 통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통신의 최근의 진보에 의해, 각종의 서비스가 이동전화 가입자(mobile scriber)에게 제공될 <2>
수 있었다. 이런 서비스는 기업 환경내에서 사설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사설 서비스 
및 공중 지상 이동망을 통해 공중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공중 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사설 및 
공중 이동전화 서비스 모두가 셀룰러 베이시스(basis)상에서 제공될 수 있는데, 이동전화 가입자는 각각
의 사설과 공중 시스템의 상이한 기지국의 서비스 구역 사이에서 로밍할 수 있게 된다.

사설 이동전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코드리스 전화 표준 2(Cordless  Telephone  Standard  2; <3>
CT-2) 또는 디지털 유럽 코드리스 전화 표준(Digital European Cordless Telephone Standard; DECT)과 같
은 사설 코드리스 시스템 표준을 사용해서 실시되는 사설 이동 전화망을 통해 제공된다. 사설 전화망은 
독립 시스템으로서 제공되거나 고정 전화망에 접속된다. 일반적으로, 사설 이동 전화망은 기업의 단일 빌
딩 또는 오피스 단지 내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공중 이동전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시스템 표준, IS-54 <4>
시분할  다중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  표준  또는  GSM(European  Groupe  Speciale 
Mobile) 표준과 같은 일반적인 셀룰러 시스템 표준중 하나를 사용해서 실시되는 셀룰러 통신망을 통해 제
공된다.

사설 전화망에 의해 지원되는 것과 같이, 공중 셀룰러 통신망도 또한 실내 또는 오피스 지역을 <5>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난 수년간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몇 가지 형태의 해결법이 산업에서 실시되
었지만, 이런 요구는 대개 불만족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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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으로 제공되거나 고정 사설 전화망에 접속되는 사설 전화망과 함께 공중 셀룰러망을 사용<6>
하는 해결법은 사설망과 공중망 사이에서 로밍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내 및 오피스 지역내에서 
사설 코드리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해결법은 공중 셀룰러망에서 로밍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다. 제 2 형태의 해결법은 실내 서비스 구역을 갖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및 상기 공중 셀룰러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는 사내(corporate) 그룹용 주문제작 지능망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사내 환경이나 공중망 중 하나에서 동작할 때, 이동전화 가입자가 동
일 이동국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여전히 셀룰러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공중 
서비스이고, 실내망은 셀룰러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이런 형태의 해결법에서, 사내 
서비스를 공중 셀룰러 시스템에 통합하는데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국에서 사내 내선 번호
를 다이얼된 번호(A-번호)로 표시할 수 없다. 또한, 데스크탑국 및 이동국은 상이한 망에 속하여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사내 관리
시스템은 이동국을 사용해서 사내 그룹의 회원에 연관된 호를 추적 및 모니터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제 3 형태의 해결법은 이중 모드 이동국, 예를 들면, GSM 또는 DECT 시스템 모두에서 동작할 수 <7>
있는 이동국을 사용한다. 이런 형태의 해결법은 이미 언급된 해결법이 갖는 결점의 일부를 극복한다. 그
러나, 이중 모드 이동국 사용자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상에서 동작하는 경우 보다 DECT 시스템을 사용하
는 경우, 상이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사설 대 공중 시스템의 끊김 없는(seamless) 핸드 
오버가 불가능하고, 이중 모드 이동국은 복잡하며, 따라서 보다 고가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사설 전화망(Private Telephony Network; PTN) 및 공중 셀룰러 시스템을 포함하는 공<8>
중 지상 이동망(Public Land Mobile Network; PLMN) 모두에 통합되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을 제공한다. 무
선  오피스  시스템은  PTN의  사내  그룹  단말기의  일부일  수  있는  사내  이동  단말기(Corporate  Mobile 
Terminal; CMT)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내 그룹은 PTN의 고정 단말기(Fixted 
Terminal;FT)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의 CMT는 PTN에 대하여 통상의 고정 내선 단말기처럼 
보인다. 콜백(call back), 호출자 식별(A-번호 표시) 및 오퍼레이터 지원과 같은 PTN 내부 기능은 CMT에
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CMT는 하나의 이동국을 사용하여 무선 오피스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 외부에 있
더라도, 공중 셀룰러 시스템에 의해 담당되는 PLMN의 서비스 구역의 전영역을 로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무선 오피스 게이트웨이(Wireless Office Gateway; WO 게이트웨이)는 무<9>
선 오피스 시스템과 PLMN과 PTN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의 CMT가 
공중 셀룰러망에서 로밍할 수 있게 한다. WO 게이트웨이는 PTN과 통신하고, PTN에 대하여 PTN 노드로, 
즉,  구내  교환기(Private  Branch  Exchange;  PBX)  또는  종합  정보  통신망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Primary Rate Interface; ISDN PRI) 단말기처럼 보인다. CMT를 포
함하는 사내 그룹은 PTN 번호 계획(numbering plan)내에서 사설 번호 계획(Private Numbering Plan; PN
P)을 할당받는다. PNP내에서 개인 번호(Personal Number; PN)는 각각의 CMT에 할당된다. 또한, 사내 그룹 
PNP는 고정 단말기에 대한 개인 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WO 게이트웨이는 사내 그룹의 각 CMT의 개
인 번호를 포함하는 PNP 번호 시리즈를 할당받는다. 또한, WO 게이트는 PLMN의 공중 셀룰러 시스템과 통
신한다. 공중 셀룰러 시스템 및 WO 게이트웨이간의 통신에 대한 지원은 PLMN의 홈 위치 레지스터(Home 
Location Resister; HLR)에 포함된 서비스 제어국(Service Control Point; SCP)에 의해 제공된다. SCP는 
CMT의 PN을 HLR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CMT의 이동 식별 번호(Mobile Identification Number; MIN)로 변환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CMT에 연관된 모든 호는 PNP를 사용하여 PTN을 통해서 루팅된다.

PSTN 또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의 공중 사용자로부터 PTN 사내 그룹의 CMT로 이루어진 호는 PTN의 <10>
외부 회선을 통해서 루팅된 다음, PTN내에서 내부적으로 WO 게이트웨이로 루팅된다. PTN의 고정 데스크폰
으로부터 CMT로의 호는 PTN에서 내부적으로 WO 게이트웨이로 루팅된 다음 CMT로 루팅된다. CMT로의 호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에서 동작하고 있는 CMT로부터 발신된 경우, WO 게이트웨이는 호를 PTN으로 루팅시키
고, PTN을 통해 내부적으로 루팅하기 위하여 다이얼된 번호를 전송한다. 호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으로부
터 무선 오피스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외에 있는 PLMN에서 로밍하는 CMT로 이루어지는 경우, SCP내의 서비
스  제어  기능(Service  Control  Function;  SCF)은  PN을  PTN에서  착신되는  수신지(destination)로 

변환한다. 그 다음, PLMN은 호를 PSTN을 통해 PTN으로 루팅시킨다. 그 다음, 호가 내부적으로 PTN을 통해 
WO 게이트웨이로 루팅된다. 그 다음, WO 게이트웨이는 피호출 CMT의 위치에 관해 PLMN의 HLR에 조회한다. 
호는 프리픽스(prefix)을 다이얼함으로써 CMT로부터 PSTN 또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의 공중 사용자로 이루
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중계선(trunk line)이 PLMN의 이동전화 서비스 국(Mobile Service <11>
Center; MSC)와 WO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실시된다. 본 실시예는 PLMN의 공중 셀룰러 시스템 및 무선 오피
스 시스템의 셀 사이에 진행중인 호의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또한 본 실시예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에서 
CMT가 PTN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본 실시예에서, 공중 셀룰러 시스템에 있는 CMT 및 무선 오
피스 시스템에 있는 CMT간의 호는 PSTN을 통해서 보다는 WO  게이트웨이를 통해 직접 루팅된다.  또한, 
PLMN에서 로밍하는 CMT는 PTN을 통해 공중 가입자를 호출하기 위하여 중계선을 통해 PTN으로의 외부 회선 
접속을 요청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WO 게이트웨이는 PTN내에서 호출번호(A-번호)에 따른 선택 허용<12>
(screening), 위치 의존 착신호 전환(call forwarding), 및 개인 호 우회(call diversion) 계획과 같은 
컴퓨터 지원 전화(CST ; computer supported telephony) 기능도 지원한다. 본 실시예에서, WO 게이트웨이
는 PTN의 FT 및 CMT 모두를 지원한다. CST 서비스는 고정 내선이 PLMN SCP 데이터베이스에 CMT로서 등록
될 수 있게 함으로써, PTN 고정 내선으로 제공된다. PTN의 고정 내선이 WO 게이트웨이의 방문자 위치 레
지스터(Visitor Location Resister; VLR)에 의해 제어되는 위치 영역에서 일정하게 동작하도록 SCP에 정
의된다. CST 기능을 FT 및 CMT가 PTN 및 PLMN 모두로부터 하나의 착신점으로 보여지는 내선 쌍으로 접속
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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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실시되는 공중 통신망의 개략 블록도.<13>

도 2는 기본 호 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기능적인 블록 레벨 도면.<14>

도 3은 공중 셀룰러 시스템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간에 직접 중계선 접속을 제공하는 도 2에 도<15>
시된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의 기능적인 블록 레벨 도면.

도 4는 컴퓨터 지원 전화 기능을 제공하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의 기능적인 <16>
블록 레벨 도면.

도 5는 향상된 호 루팅 기능을 제공하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의 기능적인 <17>
블록 레벨 도면.

실시예

도 1을 참조하면,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실시되는 공중 통신망(100)을 도시한다. 통신망<18>
(100)은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PSTN)(104), 지능망(Intelligent Network; IN)(106), 사설 고정 전화망
(PTN)(108) 및 PLMN(102)을 포함한다. PLMN(102)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
2)을 포함한다.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은, 예를 들면, IS-54, AMPS 또는 GSM 시스템과 같은 다수의 상
이한 셀룰러 시스템 형태 중 하나로서 실시될 수 있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은 공중 셀룰러 시스템
(140)과 동일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사설 무선 시스템으로서 실시된다.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은 일반
적인 이동전화 서비스국(General Mobile Service Center; GMSC)(136), 홈 위치 레지스터/서비스 제어국
(HLR/SCP)  (110),  이동전화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112),  기지국(Base  Station; 

BS)(114), 및 이동 전화(Mobile Telephones; MTS)(116, 118)를 포함한다.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은 시
스템의 규모에 따라 하나 이상의 MSC, BS, GMSC 또는 HLR/SCP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HLR/SCP(110)가 
개별 블록으로 도시되지만, HLR/SCP 기능은 MSC(112)에서 또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다른 MSC에서 
실시될 수 있다. 호 루팅이 설명되는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의 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동 단말기
가 BS(114)의 서비스 구역에 위치된다고 가정한다. 이동 단말기가 다른 MSC, BS, GSMC 또는 HLR/SCP의 서
비스 구역에 위치되어도 설명된 실시예는 동일하게 기능할 것이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은 무선 오피
스(WO) 게이트웨이(124), 무선 액세스망(Radio Access Network; RAN)(126) 및 이동 전화(MTS)(120, 122)
를 포함한다. PTN(108)은 고정 내선 전화(FT)(128 및 130)를 포함한다. IN(106)은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
(132)를 포함한다.

WO 게이트웨이(124)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 PTN(108) 및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을 함께 <19>
통합하는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동전화 가입자는 이제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서 PTN(108)으로
부터 사설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내에서 하나의 이동 단말기 및 하
나의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여 동작할 수 있다. WO 게이트웨이(124)는 자체-내장 하드웨어로 실시되거나 
대안적으로 RAN(126)내에 통합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일 수 있다. WO 게이트웨이(124)는 PTN(108)내에 통
합된 것처럼 PTN(108)과 인터페이스한다. WO 게이트웨이(124)는, 예를 들면, ANSI, SS7 또는 CCITT No.7
일 수 있는 PLMN(102)의 신호 방식 과 PTN(108)의 내부 신호 방식 사이를 변환한다. 사용된 PTN 표준 형
태에 따라, WO 게이트웨이(124)는 PTN(108)의 노드(즉, 구내 교환기(PBX))나 PTN(108)내의 종합 정보 통
신망(ISDN)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PRI) 단말기 중 어느 하나를 에뮬레이트한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이동 단말기는 PTN(108)의 사내 그룹에 할당될 수 있다. 사내 그룹은 <20>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이동 단말기(CMT) 및 PTN(108)의 FT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PTN(108)에서 사
용되는 FT 사내 그룹용 번호 계획과 동일한 사설 번호 계획이 사내 그룹에 할당된다. 사내 그룹 번호 계
획내에서, 개인 번호(PN)는 각각의 CMT에 할당된다. 그 다음, WO 게이트웨이(124)가 PTN(108)의 루팅 및 
번호부착 시스템(numbering system)에서 번호 시리즈를 할당받는다. 이런 번호 시리즈는 사내 그룹에 속
하는 CMT의 개인 번호를 포함한다. CMT에 대하여, 이런 PN은 PTN(108)내에서 구내 호출(local call)에 대
해 다이얼된 짧은 번호(내선)와 동일하다. 일관성을 위하여, 이하에서 PTN(108)내의 FT의 내선 번호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CMT의 내선 번호를 인용하는 경우, 용어 PN이 사용된다.

PTN(108)의 범용 WO 시스템의 사용자는 PTN(108)에 대하여 통상의 FT 사용자처럼 보인다. 이것은 <21>
콜백, 호출자 식별(A-번호 표시) 및 오퍼레이터 지원과 같은 PTN(108)의 기능 및 내부 서비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WO 게이트웨이(124)는 루팅 기능을 갖고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도 l에 도시 
않음)를 포함한다. WO 게이트웨이(124)는 인터페이스A 및 인터페이스B를 통해 PTN(108)과 
인터페이스하고, 인터페이스C를 통해 셀룰러 시스템(140)과 인터페이스한다.

인터페이스C에  의한  HLR/SCP(110)의  서비스  제어국(SCP)  및  WO  게이트웨이(124)간의  통신은 <22>
MSC(112)를 통해 제공된다.

인터페이스C를 통한 WO 게이트웨이(124) 및 MSC(112)간의 신호방식은 MSC 신호방식에 대한 MSC용 <23>
몇 개의 잘 공지된 산업 표준중 어느 하나를 따를 수 있고, 예를 들면, AMPS/D-AMPS용 TIA IS-41 표준 또
는 MSC 신호방식에 대한 GSM MSC용 ETSI(European Technical Standards Institute) 표준이 사용될 수 있
다.

인터페이스B에  의해,  WO  케이트웨이(124)  및  PTN(108)은  구내  ISDN  교환망  종단(Network <24>
Termination; NT) 기능을 에뮬레이트하는 ISDN PRI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PTN(108)의 외부 액세스 인터
페이스(Extace)(154)는 PTN(108)으로의 외부 망의 액세스를 처리한다. 인터페이스B에 의해,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있는 CMT는 임의의 공중 전화망으로부터와 같이 PTN(108)으로 호출할 수 있다. 각종 ISDN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 통신 표준은 인터페이스B를 통한 통신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유
럽 컴퓨터 제조 협회(European Computer Manufacturing Association; ECMA)가 유럽 ISDN 표준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또한,  북미에서 미국규격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및 벨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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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core)가 ISDN 표준을 개발해왔다. 이런 표준은 ISDN ITU I-시리즈 및 Q-시리즈 추천서에 기초한다.

WO 게이트웨이(124)는 PTN 노드로서 또는 ISDN PRI 단말기, 즉 PTN(108)의 내부 요소로서 인터페<25>
이스A를 통해 PTN(108)과 통신한다. PTN(108)의 PTN 인트라 액세스 블록(IntAcc)(152)은 PTN(108)으로의 
내부 액세스를 처리한다. WO  게이트웨이(124)는 인터페이스A를 사용하여 내부 ISDN  PRI  단말기(TEI 기
능)나 PTN(108)의 노드(즉, PBX) 중 어느 하나를 에뮬레이드할 수 있다. 각종 ISDN PRI 및 PTN 노드-대-
노드 통신 표준이 인터페이스A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NSI 및 벨 코어에 의해 북미에서 사
용하기 위해 지정된 Q-신호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도 4에 도시된 통신외에도, MSC(112)는 WO 게이트웨이(124)를 통해 RAN(126) 및 RAN(126)<26>
의 무선 장치를 제어한다.

또한,  WO  게이트웨이(124)는  지능망(IN)(106)과도  통신한다.  또한,  WO  게이트웨이(124)  및 <27>
IN(106)간의 통신도 인터페이스C의 신호 링크에 의해 MSC(112)를 통해서 수행되고, PLMN(AMPS/D-AMPS)에 
통합되는  TIA  IS-41(SCP)  또는  CCITT  No.7  프로토콜  지능망  응용부(intelligent  network  application 
part ; INAP)와 같은 표준을 따를 수 있다.

도  l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무선  오피스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CMT에  연관되는  모든  호는 <28>
PTN(108)을 통해서 루팅된다. 이런 루팅 기능은 무선 오피스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CMT가 PTN(108)의 FT에
서 제공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PSTN(104)의 공중 사용자 또는 셀룰러 시스템(140)의 공중 MTS로부터 CMT로의 호는 외부 회선을 <29>
통해서 PTN(108)으로 루팅된 다음,  내부적으로 WO  게이트웨이(124)를  통해 사내 이동전화로 루팅된다. 
PTN(108)의 FT로부터 CMT로의 호는 PTN(108)내에서 내부적으로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된 다음 CMT로 
루팅된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의 CMT가 호를 PTN(108)의 FT로 또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의 다<30>
른 CMT로 발신하는 경우, WO 게이트웨이(124)는 호를 PTN(108)으로 무조건 루팅시키고, 또한, 다이얼된 
번호를 그대로 전송하며, 따라서 PTN(108)을 통한 루팅을 보장한다. 이것은 PTN(108)의 번호 계획 및 사
내 그룹 번호 계획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셀룰러 시스템(140)내에 위치된 CMT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다른 CMT의 PN 또는 PTN(108)<31>
의 FT의 PN을 호출하는 경우, 셀룰러 시스템(140)의 HLR/SCP(110)의 서비스 제어 기능은 PN을 MIN 번호로 
변환한다. 그 다음, MIN 번호는 PTN(108)에서 착신되는 수신지인 HLR/SCP(110)의 로밍 번호로 변환된다. 
PTN(108)의 FT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가(fake) MIN 번호를 할당받을 수 있다. PTN(108)이 외부망이기 때
문에, 셀룰러 시스템(140)은 호를 GMSC(136)로 루팅시킨다. 그 다음, 호는 PSTN(104) 및 PTN(108)을 통해
서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백된 다음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으로 루팅-백된다. 그 다음, WO 게이트
웨이(124)는 인터페이스C를 통해 피호출 CMT의 위치의 정보에 대한 요청을 HLR(110)로 송신한다.

호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CMT로부터 PSTN(104)의 공중 사용자 또는 공중 셀룰러 <32>
시스템(140)에 있는 CMT로 이루어지는 경우, PTN(108)으로부터의 외부 회선은 프리픽스를 다이얼함으로써 
요청될 수 있다. PTN(108)에서 제공된 지원에 따라서, 제 2 다이얼톤이 데스크폰으로부터의 외부 호와 동
일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의 기능 블록도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33>
는 PTN(108)의 CMT에 연관된 호에 대해서 PLMN(102)내에서 기본 루팅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 루팅 기능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CMT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로밍할 수 있게 한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C가 HLR/SCP(110)로 정보 요청을 하기 위하여 WO 게이트웨이(124)에 의해 사용되
어 제어 신호를 MSC(112)로부터 RAN(126)으로 반송시킨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위치된 CMT 및 셀
룰러 시스템(l40)내에서 로밍하는 CMT간의 실제 호 음성 트래픽은 PSTN(108) 및 GMSC(136)를 통해 루팅된
다. WO 게이트웨이(124)는 RAN 링크(216), 디지털 가입자 신호기a(DSS1a)(218), ISDN 데이터 링크층 프로
토콜a(LAPDa)(222), 호 제어기(호 제어)(220), 방문자 위치 레지스터(VLR)(226), HLR 조회기
a(Enquirer)(HLR enqa)(212) 및 VLR 조회기a(VLR enqa)(210)를 포함한다. HLR/SCP(110)는 서비스 제어기 
기능(SCF)(202),  홈  위치  레지스터(HLR)(206),  HLR  조회기c(HLR  enqc)(228)  및  VLR  조회기c(VLR 
enqc)(208)를 포함한다. PTN(108)은 PTN 제어기(PTN Ctrl)(224), 디지털 가입자 신호기b(DSS1b)(230) 및 
ISDN 데이터 링크층 프로토콜b(LAPDb)(232)를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CMT에 연관된 모든 호는 PTN(108)을 통해 루팅된다. RAN 링크(216)는 호를 무<34>
조건 루팅하고 다이얼된 번호를 DSS1a(218) 및 DSS1b(230)을 통해 PTN(108)으로 그대로 전송함으로써 도 
1의 RAN(126)에서 발신하는 CMT에 연관된 호를 처리한다. RAN(126)에서 착신되는 CMT로의 호에 대해, RAN 
링크(216)는 호 제어(220)로부터 수신된 로밍 번호에 의해 지시되는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호 세트 업을 
수행한다. DSS1a(218) 및 LAPDa(222)는 ISDN PRI 단말기나 PTN(108)의 노드중 어느 하나를 에뮬레이드할 
수 있다. 호 제어(220)는 DSS1a(218) 및 DSS1b(230)를 거쳐 PTN(108)을 통해서 수신되고 CMT에 의해 착신
되는 호 요청을 처리한다. VLR(226)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서 로밍하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14
0)의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방문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HLR enqa(212)는 하위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착신 CMT의 로밍 번호를 결정하기 위해 HLR enqc(220)을 통해 HLR/SCP(110)과의 통신을 처리한
다.  VLR  enqa(210)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CMT의  이동성  관리를  제어하기  위해  VLR 
enqc(208)을 통해 HLR/SCP(110)과의 통신을 처리한다. RAN(126)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서 제어 
및 루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엔티티(entity)를 포함한다.

PTN(108)을 통한 트래픽 경로를 요청하는 CMT로의 호에 대하여 MSC(112)로부터 인터페이스C를 통<35>
한  WO  게이트웨이(124)로의  호  세트업  메시지,  및  PLMN(102)에  있는  CMT로의  호  세트업을  요청하는 
PTN(108)으로부터 인터페이스A를 통한 WO 게이트웨이(124)로의 호 세트업 메시지 모두는 PN으로 향한다. 
2가지  형태의  호를  구별하기  위해,  WO  게이트웨이(124)내의  호  제어  기능은  호가  PTN(108)으로  또는 
PLMN(102)으로 향하는 것을 표시하는 피호출망 요소(Colled Network Element; CNE)를 부가한다. 피호출망 
요소는 호 세트업 기록에 부가된다. 예를 들면, 호가 인터페이스C를 통해 요청되는 경우, CNE는 PT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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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을 피호출망으로 표시하고, 인터페이스A를 통해 요청되는 경우, CNE는 PLMN(102)을 피호출망으로 표시
한다.

PN은 CMT를 식별하기 위해 WO 게이트웨이(124) 및 PTN(108)내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번호이다. 공<36>
중 셀룰러 시스템(140)내에서, WO 게이트웨이(124)가 PN을 사용하여 HLR/SCP(110)로부터 CMT 위치에 대한 
정보를 VLR enga(210)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SCF(202)는 PN을 CMT의 MIN으로 변환한다. 무선 오피스 시
스템 내부 번호 계획(wireless office system internal numbering plan: WONP)이 변환에 사용된다.

CMT에 연관된 모든 호가 PTN(108)을 통해서 루팅되는 도 2의 실시예의 루팅 기능은 다음의 호 시<37>
나리오 경우(경우1∼경우6)를 참고로 설명될 수 있다.

경우1 : PTN(108) 또는 PSTN(104)에 있는 FT로부터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위치된 CMT로의 <38>
호:

1) PTN(108) 또는 PSTN(104)에 있는 FT의 사용자가 PTN(108)으로부터 호출하는 경우 단말기의 PN<39>
을, 또는 PSTN(104)으로부터 호출하는 경우 단말기의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를 다이얼링함으로써 CMT로
의 호를 발신한다.

2)  PN  또는 가입자 번호가 WO  게이트웨이(124)로  향하는 PTN(108)의  회선에서 착신된다.  PTN <40>
Ctrl(224)는 호를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향하게 한다.

3)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요청되기 때문에, WO 게이트웨이(124) 및 호 제어 기능(220)은 피호<41>
출망 요소(CNE)를 PLMN(102)으로 설정한다.

4) 호 제어 기능(220)이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을 발신 엔티티<42>
로 사용하여 HLR enqa(212) 및 HLR enqc(228)을 통해 HLR(206)에 조회한다. HLR(206)은 PN이 WONP로부터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SCF(202)가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한다. 그 다음, 피호출 CMT 가
입자에 대한 로밍 번호가 HLR(206)로부터 검색되고 HLR enqc(228) 및 HLR enqa(212)을 통해 WO 게이트웨
이(124)로 복귀된다.

5) 피호출 CMT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서 위치되기 때문에, 로밍 번호는 RAN(126)에서 착<43>
신된다.

6) 호 제어(220)가 RAN 링크(216)를 통해 CMT로의 호를 완료한다.<44>

경우2 :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위치된 제 1 CMT로부터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위치된 <45>
제 2 CMT 또는 PTN(108)의 FT로의 호:

1) 제 1 CMT의 사용자가 PTN(108)의 FT의 PN 또는 무선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제 2 CMT의 PN을 <46>
다이얼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2) WO 게이트웨이(124)의 RAN 링크(216)가 RAN(126)을 통해 호를 수신한다.<47>

3) 호가 CMT로부터 있기 때문에, 호는 PTN(108)으로 무조건 루팅된다. 또한, 다이얼된 번호는 신<48>
호 링크상에서 PTN(108)으로 그대로 송신된다.

4) 다이얼된 번호가 FT에 착신되는 경우, PTN(108)은 호를 완료한다.<49>

5)  다이얼된 번호가 제 2  CMT의  PN인  경우,  PTN(108)은  호를(제 2  CMT의  PN번호를 B-번호로 <50>
하여)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백시킨다.

6)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백되기 때문에, WO 게이트웨이(124)의 <51>
호 제어(220)는 피호출망 아이덴티티를 PLMN(102)으로 설정한다.

7) 호 제어(220)가 제 2 CMT의 PN번호를 B-번호로 사용하여 HLR enqa(212) 및 HLR enqb(208)를 <52>
통해 HLR(206)에 조회한다. HLR(206)은 PN 번호가-WONP로부터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SCF(202)가 WONP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한다. 그 다음, 제 2 CMT에 대한 로밍 번호가 HLR(206)로부터 검색되고 
HLR enqc(228) 및 HLR enqa(212)을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복귀된다.

8) 제 2 CMT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되기 때문에, 로밍 번호는 RAN(126)에서 착신된<53>
다.

9) 호 제어(220)가 RAN 링크(216)를 통해 CMT로의 호를 완료한다.<54>

경우3 :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로밍하는 CMT 또는 셀룰러 시스템(140)에 위치된 공중 이<55>
동 단말기(Public Mobile Terminal; PMT)로부터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위치된 CMT 또는 PTN(108)의 
FT로의 호:

1)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로밍하는 CMT의 사용자가 CMT의 PN을 다이얼함으로써 호를 발신하거<56>
나, 대안적으로, PMT의 사용자가 CMT의 완전한 가입자 번호를 다이얼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2) MSC(112)가 기지국(114)을 통해 호를 수신하고 피호출 번호를 B-번호로 및 호출 이동 단말기 <57>
MIN을  발신 번호로 사용하여 HLR  enqc(228)을  통해 HLR(206)에  조회한다.  CMT가  호를 이루는 경우에, 
HLR(206)은 다이얼된 PN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SCF(202)가 착신점을 P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한다. 
PMT가  호를  발신하는  경우에,  착신점은  PN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HLR(206)로부터  직접 
검색된다. 어느 경우에도, 착신점은 PSTN(104)에서의 PTN 번호들 중 하나로서 지시되는 고정 전화 번호이
다. 상기 번호는 WO 게이트웨이(124) 번호 시리즈에 속하거나 PTN(108)의 FT의 번호일 수 있다. PSTN 번
호는 MSC(112)로 복귀된다.

3) 호가 GMSC(136)로 루팅된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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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MSC(136)가  착신점의  완전한  가입자  번호를  사용하여  PSTN(104)으로의  호  세트업을 <59>
수행한다.

5) PSTN(104)이 PTN(108)의 피호출 번호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접 다이얼링을 사용하여 PTN(10<60>
8)으로의 호 세트업을 수행한다.

6) 피호출 번호가 PTN(108)의 FT에서 착신되는 경우, 호는 완료된다. 피호출 번호가 WO 게이트웨<61>
이(124)의 번호 시리즈에 속하는 경우, PTN Ctrl(224)은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사용하여 호를 인터
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시킨다.

7)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에 수신되기 때문에, 호 제어(220)는 피호출망 <62>
아이덴티티를 PLMN(102)으로 설정한다.

8) 호 제어 기능(220)이 피호출 CMT의 PN 번호를 B-번호로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을 착신 <63>
엔티티로 사용하여 HLR enqa(212) 및 HLR enqc(228)을 통해 HLR(206)에 조회한다. 호가 무선 오피스 시스
템(142)에서 발신된 것으로 지시되기 때문에, WONP는 유효하다. 그 다음, SCF(202)가 WONP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착신 MIN 을 검색하고 피호출 CMT에 대한 로밍 번호가 HLR(206)에 의해 검색되며 WO 게이트웨이
(124)로 복귀된다.

9) 로밍 번호가 RAN(126)에서 착신된다.<64>

10) CMT로의 호가 완료된다.<65>

경우4 :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CMT 또는 PTN(108)의 FT, 또는 PSTN(104)에 있는 <66>
고정 전화로부터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내에서 로밍하는 CMT로의 호:

1) PTN(108)의 고정 데스크폰 또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CMT의 사용자가 공중 셀<67>
룰러 시스템(140)에서 로밍하는 CMT의 PN을 다이얼링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대안적으로, PSTN(104)내의 
공중 전화의 사용자가 CMT의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를 다이얼한다.

2) PN 또는 사내 가입자 번호는 WO 게이트웨이(124)의 번호 시리즈에 속하는 PTN(108)의 회선에<68>
서 착신된다. 그 다음, PTN Ctrl(224)이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사용하여 호를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시킨다.

3)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호 제어(220)는 피호출망 <69>
아이덴티티를 PLMN(102)으로 설정한다.

4) 호 제어(220)는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을 발신 엔티티로 사<70>
용하여 HLR(206)에 조회한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서 발신되는 것으로 지시된 호에 대해, HLR(20
6)은 WONP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다음 SCF(202)가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하고, 로밍 번
호는 HLR(206)에 의해 검색되어 WO 게이트웨이(124)로 복귀된다.

5) 로밍 번호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노드에서 착신되고, WO 게이트웨이(124)는 PSTN(104) <71>
및 PLMN(102)을 통한 출중계 접속을 위하여 PTN(108)으로 호를 루팅시킨다.

6) PTN(108)이 PSTN(104)에 대해서 외부로 향하는 통상의 호에 대하여 기능하고 로밍 번호를 B-<72>
번호로 하여 호를 PSTN(104)으로 루팅시킨다.

7) PSTN(104)이 로밍 번호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내에 있다고 식별하고 호를 GMSC(136)로 루<73>
팅시킨다.

8) GMSC(136)가 호를 MSC(112)로 루팅시킨다.<74>

9) CMT로의 호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내에서 완료된다.<75>

경우5 :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위치된 CMT로부터 임의의 공중 가입자(PLMN(102)내의 PMT 또<76>
는 PSTN(104)내의 다른 공중 가입자)로의 호:

1)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CMT의 사용자가 두 자리 외부 회선 프리픽스와 공중 전<77>
화 번호를 다이얼링함으로써 호를 발신하고 PTN(108)의 외부 회선을 통해서 공중 가입자로의 호를 요청한
다.

2) WO 게이트웨이(124)의 RAN 링크(216)가 RAN(126)을 통해 호를 수신한다.<78>

3) 호출자가 CMT이기 때문에, 호는 PTN(108)으로 무조건 루팅된다. 다이얼된 번호가 신호 링크상<79>
에서 PTN(108)으로 그대로 송신된다.

4) PTN(108)이 공중망으로 나가는 임의의 호에 대해 기능하고, 이것은 다이얼된 번호를 B-번호로 <80>
하여 호를 PSTN(104)으로 루팅시킨다.

5) PSTN(104)이 다이얼된 번호의 수신지를 식별한다. 수신지가 PSTN(104)에 있는 경우, 호는 완<81>
료된다. 다이얼된 번호가 PLMN(102)에서 찾아진 경우, 호는 GSMC(136)로 루팅되고 단계6, 7 및 8이 완료
된다.

6)  GSMC(136)가  다이얼된  번호를  B-번호로  및  공중  PSTN  번호를  발신  옌티티로  사용하여 <82>
HLR(206)에 조회한다. HLR(206)가 이 번호를 PLMN(102)에 있는 WONP에 속하지 않는 PSTN 가입자라고 인식
하고 착신점은 SCF(202)와의 상호동작없이 직접 검색된다. HLR(206)이 PMT에 대한 로밍 번호를 GSMC(13
6)로 복귀시킨다.

7) GSMC(136)가 로밍 번호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호를 MSC(112)로 루팅시킨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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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MT로의 호가 완료된다.<84>

경우6 : 셀룰러 시스템(140)내에 위치된 CMT 또는 셀룰러 시스템(140)내에 위치된 PMT로부터 셀<85>
룰러 시스템(l40)내에 위치된 CMT로의 호:

1) 셀룰러 시스템(140)내에서 로밍하는 CMT 사용자가 셀룰러 시스템내에 위치된 다른 CMT의 PN을 <86>
다이얼링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대안적으로, PMT가 셀룰러 시스템(140)내에 위치된 CMT의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를 다이얼한다.

2)  MSC(112)가  다이얼된 번호를 B-번호로 및 호출 이동 단말기의 MIN을  발신번호로 사용하여 <87>
HLR(206)에  조회한다.  CMT로의  호에  대해서,  HLR(206)은  WONP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SCF(202)가 
IN(106)의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점을 검색한다. PMT로부터의 호에 대해서, 착신점은 직접 검색된
다. 어느 경우에도, 착신점은 WO 게이트웨이(124)의 번호 시리즈에 속하는 고정 PSTN 번호이다. 그 다음, 
PSTN 번호가 MSC(112)로 복귀된다.

3) 호가 GMSC(136)로 루팅된다.<88>

4) GMSC(136)가 PSTN 번호를 사용해서 PSTN(104)으로의 호 세트업을 수행한다.<89>

5) PSTN(104)은 PTN(108) 번호에 도달하기 위하여 직접 다이얼링을 사용해서 PTN(108)으로의 호 <90>
세트업을 수행한다.

6) PSTN 번호가 WO 게이트웨이(124)의 번호 시리즈에 속하기 때문에, PTN Ctrl(224)은 피호출 <91>
CMT의 PN을 B-번호로 사용하여 호를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시킨다.

7)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하여 WO 게이트웨이(124)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호 제어(220)는 피호출<92>
망 아이덴티티를 PLMN으로 설정한다.

8) 호 제어 기능(220)이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을 발신 엔티티<93>
로 사용하여 HLR  enqa(212)  및 HLR  enqc(228)을 통해 HLR(206)에 조회한다.  호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
(142)에서 발신되는 것으로 지시되기 때문에, HLR(206)은 WONP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SCF(2O2)가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하여 로밍 번호는 WO 게이트웨이(124)로 복귀된다.

9)  로밍 번호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노드에서 착신되기 때문에, WO  게이트웨이(124)는 <94>
PSTN(104)을 통해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으로의 출중계 접속을 위해 호를 PTN(108)으로 루팅시킨다.

10) PTN(108)이 PSTN(104)에 대한 외부 방향으로 요청된 임의의 호에 대해서 기능하고, 그것은 <95>
로밍 번호를 B-번호로 사용하여 호를 PSTN(104)으로 루팅시킨다.

11) PSTN(104)은 로밍 번호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찾아진다고 식별하고 호를 GMSC(13<96>
6)로 루팅시킨다.

12) GMSC(136)가 피호출 CMT의 로밍 번호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호를 MSC(112)로 루팅시킨다.<97>

13) CMT으로의 대한 호가 완료된다.<98>

도 3을 참조하면,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는 도 1에 도시된 시스템<99>
에 실시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셀 및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간에 진행중
인 호의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또한, 본 실시예는 CMT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2)에 있는 동안 PTN(104)
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도 3의 실시예에서, 인터페이스C가 도 3의 MSC(112) 및 WO 게이트웨이
(124)간에 직접 중계선 접속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 3의 실시예는 도 2의 실시예와 다르다. 직접 중계선
은 MSC(112) 및 WO 게이트웨이(124)간에 호 트래픽을 반송할 수 있다.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있는 CMT는 MSC(112)와 WO 게이트웨이(124) 사이의 중계선을 통해 직접 접속될 수 
있다. PSTN(108) 및 GMSC(136)를 통한 루팅은 이런 호에 대해서 필요 없다. 또한, 무선 오피스 시스템
(142)의 셀 및 셀룰러 시스템(140)의 셀간의 핸드오버가 지원된다. 또한, 이런 구성은 공중 셀룰러 시스
템(140)에서 로밍하는 CMT가 PTN(108)으로부터 외부 회선을 요청함으로써 PSTN(104)의 공중 가입자를 호
출할 수 있게 한다. MSC(112) 및 WO 게이트웨이(124)간의 중계선은 사내 그룹 MTS를 WO 게이트웨이(124)
에  접속하는데만  사용된다.  PMT로부터  CMT로의  호는  도  2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GMSC(136)-PSTN(104)-
PTN(108) 및 WO 게이트웨이(124)를 통해서 루팅된다.

도 3의 구성에서, 부가적인 기능이 도 2에 도시된 구성이외에 부가되었다. WO 게이트웨이(124)는 <100>
MSC 루팅a(302)에 의해 제공된 부가 MSC 루팅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MSC(112)는 MSC 루팅b(304) 및 MSC 
제어(306)에 의해 제공된 부가 MSC 루팅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이런 구성에서, 호 제어(220)는 CMT에 
의해 MSC(112)를 통해 PTN(108)으로 향하는 출중계 호를 처리하고, 로밍 번호가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착신되는 경우, CMT로 이루어지는 호를 MSC(112)에서 인터페이스C를 통해 루팅시키도록 향상된다. MSC 제
어(306)는 MSC(112)의 통상 기능을 수행하고 이런 기능을 MSC 루팅b(304) 기능과 구별하기 위하여 도 3에
서 사용된다.

도 3의 실시예는 도 1 및 다음의 호 시나리오 경우(경우7∼경우10)를 참고로 설명될 수 있다.<101>

경우7 : 셀룰러 시스템(140)내에서 로밍하는 CST로부터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CMT<102>
로의 호:

1) 셀룰러 시스템(140)내에서 로밍하는 CMT의 사용자가 셀룰러 시스템(140)내에 위치된 다른 CMT<103>
의 PN을 다이얼링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2) MSC(112)가 호를 BS(114)를 통해 수신하고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및 호출 CMT의 MIN을 <104>
발신 번호로 사용하여 HLR(206)에 조회한다. 피호출 CMT에 대해, PN은 유효하고, HLR(206)은 착신점을 
P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기 위해 SCF(202)로 신호전송 한다. 상기 착신점은 공중 셀룰러망(140)에
서 고정 전화 번호(PNP에 속하는 PSTN에서의 PTN 그룹 번호)처럼 보이는 B-가입자 번호이다. 그 다음,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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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124)를 지시하는 게이트웨이 번호가 복귀된다.

3) 호가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하여 MSC(112)로부터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된다. 호가 <105>
인터페이스C의  중계선을  통해  수신되기  때문에,  호  제어(220)는  피호출망  아이덴티티를  PTN으로 

설정한다.

4) WO 게이트웨이(124)가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하여 PTN(108)으로의 출중계 게이트웨이 <106>
기능을 수행한다.

5) 피호출 PN은 WO 게이트웨이 PNP(50)에 속하고, PTN ctrl(224)이 호를(PN을 B-번호로 하여) 인<107>
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백시킨다.

6)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호 제어(220)는 피호출망 <108>
아이덴티티를 PLMN으로 설정한다.

7) 호 제어(220) 기능이 피호출 PN을 B-번호로 및 사내 무선 시스템(142)을 발신 엔티티로 사용<109>
하여 HLR enqa(212) 및 HLR enqb(220)을 통해 HLR(206)에 조회한다. 사내 무선 시스템(142)에서 발신되는 
호에  대해,  WOPN은  유효하다.  SCF(202)가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하고 로밍  번호는 
HLR(206)에 의해 검색되어 WO 게이트웨이(124)로 복귀된다.

8) 로밍 번호가 RAN(126)에서 착신된다.<110>

9) CMT로의 호가 완료된다.<111>

경우8 :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위치된 CMT로부터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위치된 CMT로<112>
의 호.

1)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있는 CMT의 사용자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위치된 CMT의 PN<113>
을 다이얼링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2) WO 게이트웨이(124)의 RAN 링크(216) 기능이 호를 RAN(126)으로부터 수신한다.<114>

3) 호출자가 CMT이기 때문에, 호는 PTN(108)으로 무조건 루팅된다. 또한, 다이얼된 PN은 신호 링<115>
크상에서 PTN(108)으로 그대로 송신된다.

4) PN은 WO 게이트웨이(124)의 할당 번호 시리즈에 속하는 PTN(108)의 회선에서 착신된다. PTN <116>
Ctrl(224)이 호를(CMT의 PN 번호를 B-번호로 하여)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전송한다.

5)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호 제어(220)는 피호출망 <117>
아이덴티티를 PLMN으로 설정한다.

6) WO 게이트웨이(124)의 호 제어(220)가 CMT의 PN 번호를 B-번호로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118>
2)을 발신 엔티티로 하여 HLR(206)에 조회한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서 발신된다고 지시된 호에 대
해, WONP는 유효하고, SCF(202)가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하며 로밍 번호는 HLR(206)에 
의해 검색되어 WO 게이트웨이(124)로 복귀된다.

7) 로밍 번호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노드에서 착신되고, WO 게이트웨이(124)가 로밍 번호<119>
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호를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MSC(112)로 루팅시킨다.

8)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위치된 CMT로의 호가 완료된다.<120>

경우9 :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로밍하는 CMT로부터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있는 PMT<121>
로의 호.

1)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로밍하는 CMT의 사용자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위치된 <122>
PMT로의 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외부 회선 프리픽스와 PMT의 번호를 다이얼링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2) MSC(112)가 CMT의 MIN을 발신 번호로 사용하여 HLR(206)에 조회한다. CMT에 대해, PNP는 유효<123>
하고 SCF(202)가 P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점을 검색한다. B-가입자(외부 회선 기능)가 PTN(108)에 위
치된다. 공중 셀룰러 시스템(142)에서, B-가입자는 고정 전화 사용자처럼 보인다. 따라서, WO 게이트웨이
(124)를 지시하는 게이트웨이 번호가 복귀된다.

3) 호가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된다.<124>

4) WO 게이트웨이(124)가 PTN(108)으로부터 외부 회선을 요청한다.<125>

5) PTN(108)이 공중 사용자에게 요청된 임의의 호에 대해서와 같이 동작하고 다이얼된 번호를 B-<126>
번호로 하여 호를 PSTN(104)으로 루팅시킨다.

6) PSTN(104)이 수신지를 PLMN(102)에서 찾았다고 식별하고 호는 GMSC(136)로 루팅된다.<127>

7) GMSC(136)가 다이얼된 번호를 B-번호로 및 공중 PSTN 번호(PTN(108)의 사내 그룹에 속하는 <128>
것)를  발신  엔티티로 하여  HLR(112)에  조회한다.  HLR(112)이  상기  번호를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WONP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착신점이 SCF(202)와 상호동작하지 않고 직접 검색된다. HLR(112)은 
공중 가입자의 로밍번호를 복귀시킨다.

8) GSMC(136)가 로밍 번호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호를 MSC(112)로 루팅시킨다.<129>

9) CMT로의 호가 완료된다.<130>

경우10 :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있는 PMT로부터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서 로밍하는 CMT<131>
로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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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있는 PMT의 사용자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위치된 CMT를 호<132>
출하기 위하여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를 다이얼한다.

2) MSC(112)가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를 B-번호로 및 호출 PMT의 MIN을 발신 번호로 사용하여 <133>
HLR(206)에 조회한다. 호출자가 PMT이기 때문에, 착신점은 SCF(202)로부터의 지원없이 검색된다. 착신점
은 WO 게이트웨이(124)의 PNP에 속하는 PSTN에서의 PTN 번호중 하나인 고정 전화 번호이다. PSTN(104)에 
대한 PSTN 게이트웨이 번호가 복귀된다.

3) 호가 GMSC(136)로 루팅된다.<134>

4) GMSC(136)가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를 사용해서 PSTN(104)으로의 호 세트업을 수행한다.<135>

5) PSTN(104)이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에 의해 PTN(108)으로의 호 세트업을 수행한다.<136>

6) PN은 WO 게이트웨이(124)의 PNP에 속한다. PTN Ctrl(224)이 호를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137>
시킨다.

7)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호 제어(220)는 피호출망 <138>
아이덴티티를 PLMN으로 설정한다.

8) 호 제어(220)가 피호출 CMT 번호의 PN을 B-번호로 및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을 발신 엔티티<139>
로 하여  HLR(206)에게  조회한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예서  발신되는 호에  대해,  WONP는  유효하고 
SCF(202)가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하며 로밍 번호가 WO 게이트웨이(124)로 복귀된다.

9) 로밍 번호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노드에서 착신되고 WO 게이트웨이(124)가 로밍 번호<140>
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호를 MSC(112)로 루팅시킨다.

10) CMT로의 호가 완료된다.<141>

또한, 도 3에 도시된 실시예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이 PLMN(102)내에 포함되는 것처럼 PMT가 <142>
로밍할 수 있게 하는 대안적인 기능(게스트(Guest)기능)을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게스트 기능에 의
해, RAN(126) 및 WO 게이트웨이(124)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내의 사내 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중 셀룰러 시
스템(140)의 PMT(게스트)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PMT가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일부로서 무
선 오피스 시스템(142)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게스트 기능에서, WO 게이트웨이(124)는 PTN(108)로부터의 지원 없이 PLMN(102)에 대한 교환 기<143>
능을 수행하도록 향상된다. RAN 링크(216)는,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서 동작하는 PMT 또는 CMT가 호
를 초기화하는 경우, 호출 번호(A-번호)분석을 수행하도록 향상된다. A-번호 분석중에, RAN 링크(216)는 
VLR(226)로부터 호출 MT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MT가 사내 MT인지 또는 공중 MT인지를 판단한다. MSC 루
팅 기능(302)은 MSC(112)로부터 WO  게이트웨이(124)로의 직접 중계상의 게스트를 처리하도록 향상된다. 
VLR(226)은 MT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등록하는 경우 PMT 및 CMT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향상된다. 
VLR(226)은 HLR(206)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 특징을 판단한다. 가입자 특징은 VLR(226)내의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셀에  등록하는  경우,  가입자(공중  또는  사내 <144>
그룹)의 속성(attribute)은 HLR(206)로부터 다운로드되고 WO 게이트웨이(124)의 VLR(226)에 저장된다. 무
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이동전화 가입자에 연관된 호를 처리하는 경우, WO 게이트웨이(124)는 
게스트 및 사내 이동전화 가입자간을 구별하기 위해 속성 정보를 사용한다. 이런 구성에서, 로밍 공중 이
동전화  가입자(게스트)에  연관된  호는  MSC(112)  및  WO  게이트웨이(124)간의  직접  중계선을  통해 
루팅된다.

호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공중 이동 단말기로부터 발신되는 경우, 호 제어(22<145>
0)는 위치 정보를 HLR enqa(212) 및 HLR enqb(228)을 통해 HLR(206)로부터 요청하여 회답으로 로밍 번호
를 수신한다. 호 제어(220)는 로밍 번호에 따라 호를 PMT로 루팅시킨다. 호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
에서 로밍하는 PMT로 초기화되는 경우, 호 제어(122)는 호를 게스트 로밍 번호로 루팅시킨다. 게스트 기
능을 포함하는 실시예가 도 3 및 다음의 호 시나리오 경우(경우12∼경우13)을 참고로 설명될 수 있다:

경우12 :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의 PMT로부터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의 CMT로의 호.<146>

1)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있는 PMT의 사용자가 임의의 공중 사용자에 대해서와 같이 CMT의 <147>
완전한 사내 가입자 번호를 다이얼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2)  WO  게이트웨이(124)의 RAN  링크(216)  기능이 호출자가 게스트라고 판단한다. WO게이트웨이<148>
(124)의 호 제어(220)가 호를 수신한다.

3)  WO  게이트웨이(124)는  다이얼된  번호를  B-번호로  및  PMT의  MIN을  발신  번호로  사용하여 <149>
HLR(206)에 조회한다. 호출자가 PMT(게스트)이기 때문에, 착신점은 직접 검색된다. 착신점은 WO 게이트웨
이(124)의 PNP에 속하는 PSTN에 있는 PTN 그룹 번호중 하나인 고정 전화 번호이다. PSTN 게이트웨이 번호
가 복귀된다.

4) 호가 MSC(112)로 루팅된다.<150>

5) 호가 GMSC(136)로 루팅된다.<151>

6) GMSC(136)가 완전한 다이얼된 사내 가입자 번호를 사용해서 PSTN(104)으로의 호 세트업을 수<152>
행한다.

7)  PSTN(104)이  PTN(108)에  있는  피호출  가입자  번호에  도달하도록  직접  다이얼을  사용해서 <153>
PTN(108)으로의 호 세트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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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호출 번호는 WO 게이트웨이(124)의 PNP에 접속된 회선에서 착신된다. PTN ctrl(224)이 호를<154>
(사내 가입자의 PN을 B-번호로 하여)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시킨다.

9) 호가 인터페이스A를 통해 WO 게이트웨이(124)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WO 게이트웨이 호 제어<155>
(220)는 피호출망 아이덴티티를 PLMN으로 설정한다.

10) 호 제어(220) 기능이 피호출 CMT의 PN을 B-번호로 및 식별된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을 발<156>
신 엔티티로 하여 HLR(206)에 조회한다. 호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서 발신되는 것으로 지시되기 때
문에, WONP는 유효하고 SCF(202)가 WONP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착신 MIN을 검색하여 로밍 번호는 WO 게이트
웨이(124)로 복귀된다.

11) 로밍 번호는 RAN(126)에서 착신된다.<157>

12) CMT로의 호가 완료된다.<158>

경우13 :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의 CMT로부터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서 로밍하는 PMT로<159>
의 호:

1)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의 CMT의 사용자가 PTN(108)의 외부 회선을 통해 PMT로의 호를 요<160>
청하기 위하여 외부 회선 프리픽스와 PMT의 번호를 다이얼함으로써 호를 발신한다.

2) WO 게이트웨이(124)의 RAN 링크(216)는 호출자가 CMT라고 판단한다.<161>

3)  RAN  링크(216)가 호를 PTN(108)으로 무조건 루팅시킨다. 다이얼된 번호가 신호 링크상에서 <162>
PTN(108)으로 그대로 송신된다.

4) PTN(108)은 공중 세계로 요청된 임의의 호에 대해서와 같이 동작하고, 그것은 다이얼된 번호<163>
를 B-번호로 하여 호를 PSTN(104)으로 루팅시킨다.

5) PSTN(104)이 다이얼된 번호의 수신지를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있는 것으로 식별하고 호<164>
는 GMSC(136)로 루팅된다.

6) GMSC(136)가 다이얼된 번호를 B-번호로 및 PSTN(104)의 공중 번호(PTN 사내 그룹 CMT에 속하<165>
는 것)를 발신 호출자로 하여 HLR(206)에 조회한다. HLR(206)이 다이얼된 번호를 WO에 속하지 않는 가입
자로  인식하고  착신점은  SCF(202)와  상호동작없이  직접  검색된다.  HLR(206)은  PMT의  로밍  번호를 
GMSC(136)로 복귀시킨다.

7) GMSC(136)가 로밍 번호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호를 MSC(112)로 루팅시킨다.<166>

8) MSC(112)는 로밍 번호를 수신지로 하여 호를 WO 게이트웨이(124)로 루팅시킨다.<167>

9) 로밍 번호는 RAN(126)에서 착신된다.<168>

10) PMT로의 호가 완료된다.<169>

또한, WO 게이트웨이(124)는 컴퓨터 지원 전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170>
런 기능에 대해, WO 게이트웨이(124) 및 PTN(108)간의 신호 상호교환은 인터페이스A를 통해 수행된다. 컴
퓨터 지원 전화용 시스템과 통신하는 PTN(108)의 기능(예를 들면, 센터 호출(Call Centre) 또는 자동 호 
분배(Automatic Call Distribution; ACT))은 CST 액세스(158)에서 실시된다. 컴퓨터 지원 전화는 WO 게이
트웨이(124) 및 CST 액세스(158)간의 통신에 의해 인터페이스A의 ISDN 링크를 통해 PTN(108)으로 제공된
다. 컴퓨터 지원 전화는 ECMA 컴퓨터 지원 전화 애플리케이션(Computer Supported Telephony 
Application;  CSTA)  또는  ANSI  교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Switch  Computer  Application 
Interface; SCAI) 표준에 따를 수 있다. 또한, AT&T 및 노던 텔리콤 등의 대규모 PTN 사업자에 의해 만들
어질 다수의 다른 산업 표준도 사용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또 다른 구성을 도시한다. 도 4에 <171>
도시된 구성에서, WO 게이트웨이(124)는 PTN(108) 및 PLMN(102)간에 컴퓨터 지원 전화(CST)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ST 기능은 PTN(108)에 호출 완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4의 구성에서, 6개의 기능 블록이 도 2의 실시예에 부가되어 있다. WO 게이트웨이(124)는 SCF <172>
Enqa(404), CST Func(406), FE 상태(402)를 포함한다. HLR/SCP(110)는 이제부터 SCF Enqc(412)를 포함하
고 PTN(108)은 이제부터 CST prot 및 CST 서포트(410)를 포함한다.

SCF Enqa(404) 및 SCF Enqc(412)는 CST Func(406)로부터 SCF(202)로 호 완료 정보를 요청할 수 <173>
있게 한다. SCF Enqc(412) 및 SCF Enqa(404)간의 메시지는 MSC(112)를 통해 반송된다. CST Func(406)는 
IN(106)을  사용함으로써  PTN(108)에  컴퓨터  지원을  제공한다.  CST  Func(406)는  중계  채널  접속을 
HLR/SCP(110)에 요청하여 대역내 통신, 예를 들면, 음성 프롬프트를 가능하게 한다. 대역내 통신은 도 3
의 구성에서와 같이 중계선이 MSC(112) 및 WO 게이트웨이(124)간에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WO 게이트웨이(124)에 의해 제공되는 CST 기능은 PTN(108)의 CMT 및 FT 모두를 지원하도록 구성<174>
될 수 있다. CST 기능을 사용하는 FT는 HLR/SCP(110)의 데이터베이스내에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의 CMT
로서  등록된다.  FT가  PLMN(102)에서  동적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WO  게이트웨이(124)의 
VLR(226)에 의해 제어되는 영역에 위치되는 것처럼 HLR/SCP(110)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된다. 제공될 
수 있는 IN 서비스의 예는 A-번호, 시간 및 위치에 기초한 호 선택 허용; 화이트/블랙 리스트; 위치 의존 
착신호 전환 및 개인 호출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CST prot(408)는 WO 게이트웨이(124) 및 PTN(108)간에 알맞은 컴퓨터 지원 전화 프로토콜을 지원<175>
한다. FT 상태(406)는 PTN(108)의 FT가 VLR(226)에 대해 CMT처럼 보일 수 있게 한다. HLR/SCP(110)가 FT
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VLR(226)은 FTO 상태 정보(사용 가능, 통화중, 고장 등)를 제공하기 위해 
FT  상태(406)에  요청한다.  FT  상태(406)는  FT의  상태를  CST  func(406)에  의해  판단한다.  DTMF(4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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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N(108)의 FT로부터 DTMF 톤을 수신하고, 지시된 작업, 즉, SCF(202)내의 가입자 프로파일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이런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가입자 프로파일을 제어할 수 있다.

CST 기능의 특징은 PTN(108)의 CMT 및 FT를 내선 전화 쌍으로 접속하는 능력이고, CMT 및 FT는 <176>
PTN(108)의 관점에서 하나의 착신점으로 보여진다.

CST 기능은 사내 그룹 사용자가 개인 루팅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NH1<177>
의 단말기/데스크폰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통화중인 경우 음성사서함으로 호 전환할 수 있다. 사용자는 
CMT에 대한 일정수의 호출신호(ring) 활성화 후 음성 사서함으로 전환되는 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제 
3 예로서, CMT가 PLMN(102)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제 1 PT에 대한 일정수의 호출신호 후 
제 2 PT로 호 전환할 수 있다. CST 기능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다른 형태의 특징의 예는 내선 쌍의 FT 및 
CMT에 대한 동시 호출신호, 또는, 호출자가 전환 수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성 사서함에 프롬프트의 
제공을 포함한다.

CST 기능에 대해, 기능을 사용하는 각 가입자에 대한 개인 프로파일은 HLR/SCP(110)의 SCF(202)<178>
내에  저장된다.  프로파일은  DTMF  폰으로부터  이중  톤  멀티플  주파수(Dual  Tone  Multiple  Frequency; 
DTMF) 신호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변경하기 위해, 가입자는 WO 게이트웨이(124)의 
CST FUNC(406)에 포함되는 프로파일 제어 기능에 대한 호를 설정하고 DTMF 신호는 접속 경로상에서 대역
내에서 수행된다. 대안적으로, 프로파일은 SCF(202)와 직접 통신하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도 4의 실시예는 도 1 및 다음의 호 시나리오 경우(경우11)를 참고로 설명될 수 있다:<179>

경우11 : IN 서비스 제공<180>

1) 이동전화IN 서비스를 사용하는 CMT가 PTN(108)에 "컴퓨터 지원 사용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181>
사용자의 PN에 대해 이루어진 호는 PTN(108)내에서 CST 서포트(410)로 전송된다.

2) CST 서포트(410)가 CST Prot(408)을 사용하여 WO 게이트웨이(124)의 CST Func(406)로부터 호 <182>
완료 정보를 요청한다.

3) CST Func(406)가 SCF(202)로부터 SCF Enqa(404) 및 SCF Enqb(412)를 통해 피호출 이동전화 사<183>
용자 프로파일을 요청한다.

4) SCF(202)는 HLR(206)에 있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 프로파일을 검색한다.<184>

5) 필요한 경우, 사용자 프로파일에 따라(예를 들면, 프로파일은 위치 기반 정보가 IN 서비스에 <185>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SCF(202)는 HLR(206)에 조회한다.

6) HLR(206)이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의 통상의 루틴을 사용하여 VLR(226) 및 VLR(226)에 의해 <186>
처리되는 노드로부터 HLR(206) 상태를 검색한다. SCF(202)가 결과를, 즉 전형적으로 수신지 번호를 SCF 
Enqc(412) 및 SCF Enqa(404)를 통해 CST Func(406)로 송신하고 CST Func(406)는 그것을 CST 서포트(410)
로 전송한다.

7) CST 서포트(410)가 수신지로 루팅하기 위해 PTN ctrl(108)로 작업을 전송한다.<187>

도 5를 참조하면,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다른 대안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도 <188>
5에서 도시된 대안적인 구성은 향상된 루팅 기능을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서, PLMN(102)은 PSTN(104)을 
사용할 필요없이 공중 및 사설 서비스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PTN(109)은 기본 루팅 기능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PSTN(104)에 접속될 필요가 없다. 도 5에 도시된 구성에서, 기능 
블록이 도 3에 도시된 구성에 부가되었다. DSS1Puba(502)가 WO 게이트웨이(124)에 부가되었고 
DSS1Pubb(504)는 PTN(108)에 부가되었다. DSS1Puba(502) 및 DSS1Pubb(504)는,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에 
있는 PMT로부터 이루어진 호와 동일하게, WO 게이트웨이(124)가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에 있는 PMT로부
터의 호를 PTN(108)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PTN(108)은 그것이 PSTN(104)을 통해 호출하는 
임의의 외부 사용자를 처리하는 바와 같이 호출 PMT를 처리할 수 있다. DSS1Puba(502) 및 DSS1Pubb(504)
는  PTN(108)의  관점에서  인터페이스B를  통해  공중  교환(PBX)을  에뮬레이트한다.  DSS1Puba(502)  및 
DSS1Pubb(504)는 레이어 3  ISDN  PRI  신호방식을 수행한다. 또한, 도 5의 향상된 루팅 기능은 호 제어
(220), MSC 루팅(304), VLR(226) 및 RAN 링크(216)가 도 3의 구성보다 향상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호 제
어(220)는 루팅을 PTN(108)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향상된다.

향상된 루팅 기능은 다음을 제공한다:<189>

1) PLMN(102)에서 동작하는 PMT가 PTN(108)의 외부 회선을 통해서 PTN(108)으로 직접 호출할 수 <190>
있다. CMT가 PLMN(102)의 번호 계획에서의 그룹 번호를 수신한다. 다수의 사내 그룹이 호출되는 경우, 호
는 인터페이스B를 통해 PTN(108)으로 루팅된다. 이것은 GMSC(136) 및 PSTN(104)을 통해 호를 루팅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PSTN(104)의 지역 번호(area code)를 다이얼하지 않고도 PMT가 사내 그룹 번
호를 호출할 수 있게 한다.

2) CMT가 PTN(108)을 통해 공중 셀룰러 시스템(140)으로 외부 회선을 요청할 수 있다.<191>

3) 지능 루팅 기능은 호를 발신하는 경우 CMT가 IN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바람직한 루팅 <192>
및 선택적인 호 제한(call barring)은 발신 IN 서비스의 예이다. 예를 들면, 발신 IN 서비스는, PTN 노드
를 통한 트롬보닝(tromboning)을 방지하도록 HLR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로밍하는 경우, 최단 경로를 선택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위치에서 최단 경로 선택을 위한 기준의 예는 일정한 B-번호를 호출하거
나 프리픽스를 다이얼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서비스는 PMT로의 선택된 호를 제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구성에서, 사내 그룹을 외부 호가 제한된 폐쇄 그룹 번호로 정의되고, 즉, 사내 그룹 회원
은  그룹이외의  회원을  호출할  수  없게  된다(이런  조건은  PLMN(102)  및  PTN(108)  모두에서  정의될  수 
있다). IN 선택된 호 제한 서비스가 부가되는 경우, 사내 그룹 CMT 또는 FT는 일정의 조건하에서만 PM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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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은 호출/피호출 위치, B-번호, 시간 등을 기초로 할 수 있다.

호가 발신 IN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무선 오피스 시스템(142)내에 위치된 CMT로부터 발신되는 <193>
경우, RAN 링크(216)는 VLR(202)로부터 CMT의 프로파일을 검색한다. 발신 IN 서비스가 수행되기 때문에, 
RAN 링크(216)는 호를 PTN(108) 대신 호 제어(220)로 루팅시킨다. 호 제어는 호 세트업전에 HLR(206)로부
터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IN 기능은 HLR/SCP(110)에 의해 실행된다.

본 발명의 동작 및 구성은 앞선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지고, 도시된 발명이 특정한 실시예로서 특<194>
징이 기술되었지만, 변화 및 변형은 다음의 청구범위에 한정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
나지 않고도 본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으로서,

복수의 노드를 갖는 사설 전화망(PTN)으로서, 상기 노드의 각각에는 하나 이상의 개인 번호(PN)
가 할당되고, 상기 사설 전화망은 상기 노드의 각각에 사설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전화망; 및

이동망을 포함하는데,

상기 이동망은,

상기 PTN의 선택된 노드에 결합되는 무선 시스템으로서, 상기 무선 시스템이 상기 선택된 노드에 
할당된 제 1의 하나 이상의 PN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를 갖고, 상기 무선 시스템은, 상기 하
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가 상기 무선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내에 위치되는 경우에, 상기 무선 시스템내로부
터 초기화되어 상기 제 l의 하나 이상의 PN으로부터/으로 설정되는 호를 상기 PTN을 통해 루팅하는 게이
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무선 시스템; 및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에 결합되는 셀룰러 시스템으로서, 상기 셀룰러 시스템이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을 선택된 하나 이상의 이동 식별 번호(MIN)로 변환하는 서비스 제어기, 및 상기 하나 이상의 
MIN과 관련된 로밍 번호를 저장하는 홈 위치 레지스터(HLR)를 포함하고, 상기 로밍 번호가 상기 이동망내
의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나타내며, 상기 셀룰러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내에서 로밍하는 
동안,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PTN의 제 2의 하나 이상의 PN으로 초기화되는 호, 및 상
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에 대한 상기 PTN에서 수신되는 호가 상기 로밍 번호에 따라 상기 이동망내에서 
루팅되는 셀룰러 시스템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이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PTN에 결합되고, 상기 PTN은,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으로 향하는 호를 상기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으로 루팅하는 PTN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이 호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호 제어기가 상기 PTN으로부터 상기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으로 향하는 호를 수신하고, 상기 HLR로부터 상기 하
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요청하며, 상기 HLR로부터 상기 로밍 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호를 상기 로밍 번호로 루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이 상기 호 제어기 및 능기 제 1 인터페이스에 결합된 RAN 링커를 더 포함
하고, 상기 RAN 링커가 상기 무선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에 있는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발
신하는 호를 처리하여, 피호출 번호를 상기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PTN으로 전송하고, 상기 RAN 링
커는,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의 호가 상기 무선 시스템에서 수신되어 상기 호 제어기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가 상기 HLR로부터 수신된 로밍 번호에 의해 식별되는 경우,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의 호 세트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인터페이스가 상기 RAN 링커 및 상기 호 제어기를 상기 PTN으로 결합시키는 디지털 가
입자 신호기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디지털 가입자 신호기가 PTN 노드를 에뮬레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인터페이스가 상기 RAN 링커 및 상기 호 제어기를 상기 PTN으로 결합시키는 디지털 가
입자 신호기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디지털 가입자 신호기가 ISDN 1차군 속도 인터페이스를 에뮬레이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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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시스템이 상기 서비스 제어기 및 상기 HLR에 결합되는 이동전화 교환국(MSC)을 더 
포함하고, 상기 MSC가 중계선을 통해 상기 무선 시스템의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에 더 결합되는데, 상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룰러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에 위치되는 동안 상기 사설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MSC가 제 1 루터를 더 포함하는데, 상기 제 1 루터는,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가 상
기 셀룰러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내에서 위치되는 동안,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PTN의 
상기 제 2의 하나 이상의 PN으로 초기화되는 호를 PTN에서의 착신을 위해 상기 중계선을 통해 상기 게이
트웨이 기능으로 루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이 제 2 루터를 포함하는데, 상기 제 2 루터는,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
말기가 상기 셀룰러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에 위치되는 경우, PTN에서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으로 발
신하는 호를 상기 중계선을 통해 상기 MSC로 루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는 제 1의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셀룰러 시스템은 
제 2의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가지며,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은,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 또는 상기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단말기가 상기 무선 시
스템내에서 등록하는 경우 상기 HLR로부터 상기 중계선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검색하는 VLR;

상기 VLR에 결합되는 RAN 링커로서, 상기 RAN 링커는, 호가 상기 무선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내의 
상기  제  1의  또는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초기화되는  경우에,  호출  번호  분석을 
수행하여, 호가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이동단말기로부터 초기화되는지 또는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초기화되는지를 나타내는 호출 가입자 정보를 검색하는 RAN 링커; 및

상기 RAN 링커에 결합되는 호 제어기로서, 상기 호 제어기는, 상기 호가 상기 제 2의 하나 이상
의 이동 단말기에 의해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상기 HLR로부터 로밍 번호를 요청하여, 상기 호를 상기 로
밍 번호로 루팅하고, 상기 호가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에 의해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상기 
호를 상기 PTN으로 루팅하는 호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지능망(IN)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게이트웨이가 상기 PTN과 상기 이동망 사이에 CST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지원 전화
(CST) 기능을 더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가 CST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PTN이 상기 CST 기능에 결합된 CST 서포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에 
대한 상기 PTN에서 수신된 모든 호가 상기 CST 서포터로 루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가 제 1의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셀룰러 시스템은 
제 2의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가지며, 상기 게이트웨이가 제 1 인터페이스 및 제 2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
기 PTN에 결합되고,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은,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 및 상기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가 상기 무선 시
스템내에서 등록하는 경우, 상기 HLR로부터 상기 중계선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검색하는 VLR;

상기 VLR에 결합되는 RAN 링커로서, 상기 RAN 링커는, 호가 상기 무선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내의 
상기 제 1의 또는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초기화되는 경우, 호출 번호 분석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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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이동단말기로부터 초기화되는지 또는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
터 초기화되는지를 나타내는 호출 가입자 정보를 검색하는 RAN 링커;

상기 RAN 링커에 결합되는 호 제어기로서, 상기 호 제어기가, 상기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
말기로부터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으로 초기화되는 선택된 호를 상기 제 2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PTN으로 루팅하는데, 상기 PTN이 상기 선택된 호를 상기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게이트웨이 기능으
로 루팅하는 PTN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호 제어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PTN에 결합된 외부 교환망을 포함하는데,

상기 제 2 인터페이스가 외부 교환을 에뮬레이트하는 디지털 시스템 신호기를 포함하고, 상기 제 
2의 하나 이상의 이동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 1의 하나 이상의 PN으로의 상기 선택된 호가 외부 교환망으
로부터 상기 PTN으로의 호처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통합 무선 오피스 시스템을 갖는 이동 통신망을 제공한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은 사설 
전화망(PTN) 및 공중 셀룰러 시스템을 포함하는 공중 지상 이동망 PLMN) 모두에 통합된다. 무선 오피스 
시스템은 PTN의 단말기의 사내 그룹의 일부인 사내 이동 단말기(CMT)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
선 오피스 시스템의 CMT는 PTN에 대하여 통상의 고정 내선 단말기처럼 보이고, 콜백, 호출자 식별 및 오
퍼레이터 지원과 같은 PTN 내부 특성은 CMT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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