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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종래 가정용 기지국에서는 외부로부터 전송되는 발신자 식별코드를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과 무선전화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무선단말기로만 수신이 가능하여 무선단말기가 셀룰러 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발
신자 식별코드를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본 발명은 무선단말기가 셀룰러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링 착신과 함께 발신자 식별코드가 수신되면 착신 링이 종료할 시 등록된 전화번호
를 호출하여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는 가정용 기지국에서 발신자 식별코드 전송방법을 구현하
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선단말기의 현재 모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정용 기지국으로 수신되는 발신자 
식별코드를 확인 할 수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발신자 식별코드의 전달을 위한 데이터 포맷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정용 기지국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부로부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선단말기로 전송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정용  기지국(AMPS-CLP)은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Home  Base   Station)과 무선단말기
(Mobile Station)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가정용 기지국(AMPS-CLP)은 무선단말기가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
션 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무선전화모드(codeless phone mode)로 사용이 가능하며,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의 서비스 영역(통화가능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셀룰러모드(cellular mode)로 사용이 가능하
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평소 셀룰러 망(cellular network)에서 사용하는 셀룰러 폰(cellular phone)을 가정, 사무실(실내) 
등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이 설치된 서비스 영역 내에서는 무선전화기와 같이 사용하여 공중 교환망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사용함으로써 셀룰러 망을 사용할 때 보다 저렴한 비용으
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가정용 기지국(AMPS-CLP)에서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발신자 
식별코드(caller ID)를 PSTN을 통해 수신하여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과 무선단말기(단, 무선전화모드가 
설정된 상태)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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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종래 상기 가정용 기지국(AMPS-CLP)을 구성하는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발신자 식별코드
를 PSTN을 통해 수신하며, 상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선단말기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상기한 종래 발신자 식별코드를 수신하는 기능에 의해서는 발신자 식별코드를 가정용 베이스 스테
이션 또는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영역 내의 무선전화기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무선전화기가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 셀룰러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 경
우에는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선전화기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
다. 그로 인해 전달받지 못한 발신자 식별코드는 사용자가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이 설치된 가정, 사무
실 등으로 돌아와서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상기한 종래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다. 상기 도 1에도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발신자 식별코드 전달 기능은 국설교환기 100에서 제공하는 발신자 식별코드를 
PSTN을 통해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110이 수신하여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영역 내의 무선전화기 120
으로 전송하는 흐름을 가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무선전화기를 셀룰러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에서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신속한 정보 전달이라는 통신의 중요한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셀룰러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무선전화기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링 착신과 함께 발신자 식별코드의  수신을 감지하는 제1과정과, 
상기 링 착신과 함께 발신자 식별코드의 수신을 감지하면 현재 무선단말기의 설정 모드를 판단하는 제2과
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무선전화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할 시 상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상
기 무선전화 모드가 설정된 무선단말기로 전송하는 제3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셀룰러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할 시 상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저장하고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를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플래그를 셋 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4과정에서 플래그가 셋된 후 상기 링 착신에 따른 통화 상태로 전환
될 시 상기 플래그를 클리어한 후 통화모드를 수행하는 제5과정과, 상기 링 착신에 따른 통화가 이루어지
지 않고 상기 링 착신이 종료하면 상기 플래그의 셋 여부를 검사하는 제6과정과, 상기 플래그의 셋을 검
사하면 상기 저장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상기 셀룰러 모드가 설정된 해당 무선단말기로 전송하는 제7과정
과,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의 전송이 완료하면 상기 플래그를 클리어 하는 제8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용 
기지국에서 발신자 식별코드 전송방법을 구현하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한 발신자 식별코드의 전달 
흐름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다. 한편, 상기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은 국설교환기 200, 가정 용 기지국 210, 무선망교환기(MSC; Mobile Switching Center) 220, 셀룰러 
망 기지국 230 및 셀룰러 모드로 사용중인 무선전화기 240으로 구성된다.

상기 도 2에 도시한 발신자 식별코드 전달 흐름은 국설교환기 200으로부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가
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이 셀룰러 모드로 사용중인 무선전화기 240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무선망교환기 220은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음성 메일 서비스(voice mail service)와 단문서비스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한다. 상기 음성 메일 서비스는 내부에 구비된 음성사서함장치에 의해 서
비스하는  기능으로  외부  가입자의  수신  음성을  저장하고  가입자의  요구에  의해  재생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단문 서비스는 주식 정보, 스포츠 경기 진행 상태, 날씨 등의 정보를 간단한 문자로 단말
기에게 알리는 기능을 의미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상기 도 2와 같은 흐름으로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선전화기 240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에서 수행하는 제어과정을 도시한 제어 흐름도이다.

도 4는 상기 도 3에 의해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이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선단말기 240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하는 데이터 포맷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에 도시한 데이터 포맷은 전송되는 순서
에 의해 기능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하였으며, 각 데이터 포맷은 고유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본 발명에 
따른 발신자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영역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상기한 도면인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의 유선 가입자 또는 무선가입자에 해당하는 외부 가입자에 의해 가정용 기지국의 호출이 발생하면 국
설교환기 200은 해당 가정용 기지국을 호출하는 링 신호와 함께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한다. 상기 외부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는 링 신호와 링 신호 사이의 휴지시간에 
실려 전송된다. 상기 외부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인 발신자 식별코드로는 통상적으로 해당 가입자
의 전화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국설교환기 200으로부터 전송된 링 신호와 발신자 식별코드는 해당 가정용 기지국으로 수신된다. 상
기 가정용 기지국을 구성하는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도 3의 대기모드에서 310단계 내지 314단계
를 계속 수행하여 통화상태 여부, 링 신호 착신 여부 및 셀룰러 모드 발신자 식별코드 플래그(flag)의 셋
(set) 여부를 체크한다. 상기 셀룰러 모드 발신자 식별코드 플래그는 후술하겠지만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
션 210이 아이들(idle) 상태에서 셀룰러 모드에 있는 가입자 무선 전화기 240으로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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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상기 국설교환기 200으로부터 전송된 링 신호를 312단계에서 수신하
면 링 착신을 알리는 링 음을 발생한 후 31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316단계로 진행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
스 스테이션 210은 상기 국설교환기 200으로부터 상기 링 착신과 함께 발신자 식별코드가 입력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상기 316단계에서 발신자 식별코드의 입력이 없으면 상기 31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발생한 링 
음에 사용자가 응답함에 따라 통화상태로 전환하였는가를 판단한다.

상기 링 신호가 착신하면 상기 310단계, 312단계 및 316단계는 하나의 서브루틴과 같이 동작하여 링 신호 
착신에 의한 통화상태로 전환, 발신자 식별코드의 입력에 의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 및 도 2에는 도시하지 
않았으나 발신자의 호 포기로 인한 링 신호 종료에 의해 상기 서브루틴이 종결한다.

하지만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이 316단계에서 링 착신과 같이 발신자 식별코드가 입력되었다고 
판단하면 318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의 입력을 감지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318단계에서 자신에게 등록되어 있는 무선전화기 240이 통화 가능 영역에 위치함에 따라 무선전화
모드로 사용중인 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은 상기 무선전화기 240과의 상호 주기적인 정보 교환에 의해 
가능하며, 이는 통상의 기술이므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즉, 상기 사중중인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설
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무선전화기 240과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간의 정보 교
환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된다.

상기 318단계에서 무선전화모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322단계
로 진행한다. 상기 322단계에서는 종래와 동일하게 무선전화기 240으로 상기 입력받은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 후 상기 310단계로 진행하여 링 신호 착신에 의한 통화상태로의 전환 여부를 계
속 체크한다.

하지만 상기 318단계에서 무선단말기 240이 무선전화모드가 아닌 셀룰러 모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
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320단계로 진 행한다. 상기 320단계로 진행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
스 스테이션 210은 셀룰러 모드 발신자 식별코드 플래그를 셋 한다. 상기 셀룰러 모드 발신자 식별코드 
플래그를 셋 하는 이유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추후에 상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상기 무선단말기 
240으로 전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와 상기 셀룰러 모드 
발신자 식별코드 플래그의 관리는 도면으로 도시하지 않았지만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 내에 구
비된 메모리를 통해 맵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맵의 일 예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인 덱 스 발신자 식별코드 플래그

1 02-987-6543 0

2 0343-123-4567 0

3 051-456-7890 1

상기 ＜표 1＞을 참조함에 있어서 상기 ＜표 1＞에는 편의상 발신자 식별코드 영역에 발신자 전화번호만
을 기재하였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기 320단계에서 플래그를 셋 한 후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상기 310단계로 진행한다. 이때 
상기 310단계에서 통화상태로의 전환을 감지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32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셋 되어 있는 플래그 영역의 값을 클리어 한다. 이는 통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
선단말기 240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상기 320단계에서 플래그를 셋 한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
이다. 상기 플래그를 클리어 한 후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330단계로 진행하여 통상적인 통
화모드를 수행한다.

하지만 상기 310단계와 312단계에서 통화상태로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기 312단계에서 상기 입력되
던 링 신호가 차단되면, 즉 발신자에 의해 통화가 차단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314단계
로 진행한다.

상기 314단계로 진행하면 상기 ＜표 1＞에 일 예로 나타낸 바와 같은 메모리 맵을 검색하여 플래그 영역
의 셋 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에서 플래그의 셋을 검사하지 못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
은 무선단말기 240으로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기상태로 전환하여 상술한 
초기단계인 310단계 내지 314단계를 수행한다.

하지만 상기 314단계에서 플래그의 셋을 감지하면 324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324단계에서는 셀룰러 모드
로 사용중인 무선단말기 240으로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달하기 위한 전송모드를 수행한다.

상기 전송모드를 수행하는 과정에 따른 제어 흐름은 도면으로 도시하지는 않았다.

상기 전송모드 과정을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PSTN을 통해 국설
교환기 200으로 연결한다. 상기 국설교환기 200을 연결하면 해당 무선단말기 240을 호출하기 위한 전화번
호를 다이얼링 한다. 상기 전화번호는 미리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120에 저장되어 있도록 하며, 상기 
전화번호의 저장은 사용자에 의해 가능하도록 한다.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의 다이얼링에 의해 국설교환기 200은 무선망교환기 220 및 셀룰러 기지
국 230을 통해 해당 무선단말기 240을 호출하게 되며,  도 4에 도시된 데이터 포맷으로 구성한 발신자 식
별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도 4에 도시한 데이터 포맷을 구성하는 각 영역들 중 본 발명에 따른 영역들은, 데이터 포맷의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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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기 위한 영역인 타입 영역(TIT2; Type field), 디지털 컬러 코드 영역(DCC; Digital Color Code 
field), 보낼 메시지의 길이 정보(32 숫자까지)가 실리는 메시지 길이 영역(MSL; Message Length), 보낼 
메시지의 타입(음성 메일, 단문 메시지, 콜 라인 식별자 등)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하는 메시지 타
입 영역(MST; Message Type) 및 발신자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디지트 영역(DIGIT; Calling Party Digits)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다이얼링 하는 전화번호는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30에 등록된 전화번호로서 상기 무선단말
기 240이 셀룰러 모드에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다.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은 상기 다이얼링으로 인한 해당 무선단말기 240의 응답 여부에 관계없
이 발신자 식별정보를 전송한다. 그 이유는 상기 무선단말기 240이 응답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무선망
교환기 220에서 음성 메일 서비스와 단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기한 서비스는 해당 무선단말기 
240이 통화중, 서비스 지역이 아닌 경우 등에는 추후에 서비스를 행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하 상기 무선망교환기 220의 동작을 보면, 상기 무선망교환기 220은 상기 호출에 대해 해당 무선단말기 
240이 응답하는 가를 감지한다.

만약 상기 무선단말기 240의 응답을 감지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정보를 음성 메일 서비스 또는 단문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음성으로 변환하여 상기 응답한 무선단
말기 240으로 전달한다. 이때 상기 무선망교환기 220은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는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과 상호 약속에 의해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
이션 210이 전달하는 데이터 포맷의 특정 영역을 셋 한 경우에는 상기 무선망교환기 220이 발신자 식별코
드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한편 상기 무선단말기 240의 응답을 감지하지 못하면 기존에 서비스되는 음성 메일 서비스 또는 단문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수시로 상기 무선단말기 240을 호출하여 통화가 연결되면 상기 가정용 베이스 
스테이션 210으로부터 전송 받은 발신자 식별코드를 제공한다.

상기 무선단말기 240은 상기한 동작에 의해 발신자 식별코드를 수신하게 되면 무선전화기 모드에서 발신
자 식별코드를 수신하여 처리하던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동작에 의해 발신자 식별코
드에 따른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면 사용자는 표시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가정 또는 회사 등으로 착신
된 전화의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단문서비스, 음성우편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셀룰러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무선단말기로 전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부에서도 가정 또는 사무실 등
으로 착신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선단말기를 통해 양쪽 전화를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정보 전달이 이루
어짐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정용 기지국의 외부로부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선단말기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셀룰러모드 설정 상태에서 링 신호와 함께 발신자 식별코드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한 발신자 식별코드에 대응한 플래그를 셋하는 과정과,

상기 링 신호의 수신이 종료된 후 상기 저장한 발신자 식별코드에 대응한 플래그를 검사하고, 상기 플래
그의 셋이 검사되면 사용 가능한 외부 망을 접속하여 미리 설정된 상기 무선단말기의 전화번호를 다이얼
링하며, 상기 플래그의 셋이 검사된 발신자 식별코드를 미리 정의되어진 데이터 포맷으로 구성하여 상기 
접속한 망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의 전송이 이루어지면 상기 전송한 발신자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플래그를 리셋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기지국에서 발신자 식별코드 전송방법.

청구항 2 

가정용 기지국의 외부로부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무선단말기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링 착신이 있을 시 발신자 식별코드의 수신을 감시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의 수신을 감지하면 상기 무선단말기의 현재 상태에 의해 설정된 모드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에 의해 상기 설정된 모드가 무선전화모드라 검사되면 상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미리 정
의된 데이터 포맷으로 구성하여 상기 무선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에 의해 상기 설정된 모드가 셀룰러모드라 검사되면 상기 수신한 발신자 식별코드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한 발신자 정보에 대응한 플래그를 셋하는 과정과,

상기 링 착신에 의한 통화가 이루어지면 상기 플래그를 리셋시키는 과정과,

상기 링 착신이 종료될 때까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기 저장한 발신자 식별코드에 대응한 플래그
를 검사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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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사에 의해 플래그의 셋이 검사되면 사용 가능한 외부 망을 통해 상기 플래그의 셋이 검사된 발신
자 식별코드를 상기 무선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의 전송이 이루어지면 상기 전송한 발신자 식별코드에 대응하는 플래그를 리셋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기지국에서 발신자 식별코드 전송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자 식별코드를 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검사에 의해 플래그의 셋이 검사되면 상기 사용 가능한 외부 망을 접속 하여 미리 설정된 상기 무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다이얼링 하여 상기 플래그의 셋이 검사된 발신자 식별코드를 미리 정의되어진 데이
터 포맷으로 구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기지국에서 발신자 식별코드 
전송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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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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