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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배경]<1>

본 발명은 원격 통신 네트워크에서 무선 송신기-수신기간 통신용 대역폭 요구 조건(bandwidth <2>
requirements)을 줄이기 위한 분산된 기지국(decentralized base station)과 그에 관련된 이동 서비스 센
터(mobile service center)에 관한 것이다.

GSM 시스템 또는 이동 통신 시스템용 전역 시스템(Global System)에 대한 규정은 2주년 전에 그 <3>
초안(draft)이 규정되었다, 그 당시, 마이크로셀(microcell) 및 피코셀(picocell)들은 셀룰러 원격 통신 
시스템(cellular telecommunication system)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마이크로- 및 피코셀들의 출현은 비록 
장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셀들을 각자의 기지국들에 접속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 GSM에 대해 규정된 인터페이스(interface)들은 많은 할당된 주파수와 (본 명세서에서는 TRX들 
또는 송수신기들로 언급되는) 많은 송신기-수신기들을 갖는 기지국들을 갖춘 통상의 셀들에 적합하다. 그
와 같은 시스템들 중의 한 예가 필립 카라스(Philippe Charas)에 의하여 1993년 11월 9일 출원되고 본 발
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함께 사용된, 현재 계류중인 출원 
제08/149,532호, 제목 "A Radio Mobile Included in a Primary Radio Station, and a Radio Structure 
Containing Such Modules"에 개시된다.

종래의 기지국의 구성요소(component)들은 전형적으로 하나의 위치 또는 하우징(housing) 내에 <4>
배치된다. 예를 들어, 제1A도에서, IS-54 표준을 사용하는 멕시코(Mexico)의 셀룰러 이동 무선 시스템은 
한쪽으로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에 접속되며 다른 쪽으로는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Base Station: BS, 12)에 접속된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Mobile Service switching 
Center: MSC, 10)을 포함한다. 정보는 초당 2048 k비트(2048 kbps)의 비트 속도로 상기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MSC와 기지국간에 교환된다. 각각의 기지국 BS(12)는 및몇의 장비 래크(equipment rack) 또는 하우
징 내에 보통 실질적으로 배치되며, 다수의 송수신기 TRX(14, TRX1 내지 TRXn)들을 포함한다. 하나의 송수

신기 TRX(14)는 제한된 수, 예를 들어 3개의 무선 채널[즉, 무선 접속에서의 트래픽(traffic) 및/또는 제
어 채널들]만을 다룰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기지 제어 기능 모듈(Base Control Function module: BCF, 
16)과 송수신기 인터페이스(TRI, 18)들이 구비된다. 상기 기지 제어 기능 모듈 BCF(16)은 상기 BS 내에서 
공통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은 실질적으로 디지탈 타임 스위치(digital time switch)인데, <5>
이는 상기 스위치의 양측 상에 2048 kbps 링크(link)로서 접속된 64 kbps 트래픽 채널(기술된 예에서, 각
각의 송수신기 TRX에 대해 3개의 트래픽 채널)들을 스위칭시킬 수 있다. 특히, 64 kbps로 송신하는 채널
들을 각각 갖는 하나 또는 몇몇의 PCM(Pulse Code Modulation) 링크의 모든 채널들이 좌측상에서 접속될 
수 있다. 종래의 PCM 링크는 멕시코에서는 32개의 채널들을 갖으며,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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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송수신기 TRX 사이에 인입 PCM 채널들을 분산시킨다. 특히,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은 
각각의 작동 송수신기(active  transceiver)  TRX에/로부터 3개의 연속적인 64  kbps  PCM  타임 슬롯(time 
slot)들을 송신/수신한다. 만일 단지 하나의 송수신기 TRX만이 작동 상태라면, 각각의 PCM 링크 상의 속
도(speed)가 2048 kbps이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과 하나의 송수신기 TRX(14)간에 요구되는 최대 
평균 속도가 단지 192 kbps이기 때문에, 나머지 29개의 PCM 타임 슬롯들은 아이들(idle) 상태이다. 그러
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상기 송수신기 TRX(14)가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로부터 떨어져 위치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종래에는, 특수한 동축 케이블링(coaxial cabling)이 상기 2048 kbps 속도를 처리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와 같은 동축 케이블링은 구입하여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므로 바람직하지 않
다.

제1B도는 GSM 시스템에 대한 전형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적어도 하나의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6>
MSC(10')이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 PSTN에 접속된다. 제1A도에 도시된 구성요소(element)와 유사한 구
성요소들은 GSM 구성요소들과 다른 셀룰러 전화 시스템의 구성요소들간의 근소한 기능상 차이에 기인하여 
프라임(prime)을 갖는 참조번호로 표시(labelling)된다.

제1B도에서, 기지국 시스템 BSS(Base Station System, 20)은 무선 관련 기능을 담당하며, 하나 <7>
또는 몇몇의 셀들을 지원할 수 있다. 상기 기지국 시스템 BSS(20)은 2개의 부분, 즉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  22)와  각  셀에  대해  하나씩인  다수의  기지  송수신국(Base  Transceiver 
Station: BTS, 24)들로 나뉠 수 있다. 상기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MSC(10')은 "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제어기 BSC(22)와 통신한다.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함께 사용된)GSM  권장안 ETSI/TC  GSM 
08.01-08.20은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와 기지국 시스템간의 기능적 분할과 A 인터페이스를 규정한다. 기
지국 제어기 BSC(22)와 개개의 기지 송수신국 BTS(24)들은 "A-bis"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통신한다. 이러
한 인터페이스는 유럽 무선 통신 표준 기구 ETSI/TC GSM 08.5x-08.6x 규정 시리즈(specification serie
s)에서 규정되며,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사용된다.

A-bis 인터페이스는 3개의 다른 내부 기지 송수신국 BTS(24)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는 <8>
단일 송수신기 TRX(도시되지 않음), 모든 송수신기들이 공통 물리적 접속(physical connection, 도시되지 
않음)에 의하여 서비스 받는 송수신기 TRX들의 집합 및 자신의 물리적 접속에 의하여 각각 서비스 받는 
송수신기 TRX들의 집합들이 있다. 상기 마지막 구성은 제1B도에 단일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이 A-
bis 2048 kbps 링크를 통하여 다수의 송수신기 TRX 1 내지 TRXn(14')들과 하나의 기지국 제어 기능 모듈 

BCF(16')에 접속되는 것으로 도시된다.

만일  상기  기지국  제어기  BSC(22)  기능을  지원하는  노드가  자신의  모든  예하기지  송수신국 <9>
BTS(24)들과 함께 배치되지 않는다면, 상기 2048 kbps A-bis 인터페이스는 GSM 권장안 08.51에 따라 명령
된다. 이는 보통 상기 기지국 시스템 BSS가 많은 셀들을 지원하는 경우인데, 이는 상기 셀들이 다른 물리
적 영역(physical area)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왕국 스톡홀름의 에릭슨 무선 시스템(Ericsson Radio System) AB로부터 상업적으로 구입하<10>
며 사용 가능한 종래의 TRI(18')은 제1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상기 TRI는 GSM 시스템에
서 독립적 유니트(free-standing unit) 또는 BSC의 일부분일 수 있다. 제1C도에서는, 단지 디지탈 크로스 
접속(Digital Cross Connect) 스위치 DCC를 통한 정보 라우팅(routing)용 필수 블럭들만이 도시된다. 마
이크로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가 동작 및 유지를 위하여 요구될 수 있다. 상기 디지탈 크로스 접속 스위
치 DCC(30)은 각 네트워크 링크(34)마다 하나씩인 다수의 G703 인터페이스 I/F(32)를 통하여 외부 전송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이러한 링크 또는 버스(34)들은 약 2 Mbps의 속도로 송신한다. 링크(34)의 수는 네
트워크 구성에 따라서 변한다. 각 링크(34)는 개별 송신 라인(separate transmit line, 36)과 개별 수신 
라인(separate receive line, 38)로 구성된다. 상기 G703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측 상에, I/F(32) 변성기
(transformer, 40)가 도시되는데, 이는 상기 PCM 링크를 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 위한 공지된 방법이다.

상기 G703 인터페이스 I/F(32)에서, 상기 송신/수신 신호들은 TTL 레벨로 라인 코딩된 신호(line <11>
coded signal) HDB3[최대 3개의 연속한 제로(zero)들을 갖는 고밀도 바이폴라 코드(high density bipolar 
code)]로/부터 변환된다. 상기 수신라인 중의 하나가 8 ㎑ 프레임 동기를 추출하기 위하여 선택되며, 추
출된 신호는 상기 인터페이스(32)에 의하여 라인(42) 상에 출력된다. 이러한 프레임 동기는 네트워크 동
기 위상 고정 루프(phase lock loop: PLL, 44)에 인가되는데, 이러한 PLL은 DCC 스위치 시스템 타이밍을 
2048 ㎑ 또는 4096 ㎑로 안정 프레임 동기(Frame Sync: FS) 라인(46)과 비트 클릭 라인(48)에 
발생시킨다. 상기 스위치 DCC(30)의 우측 상에서, 상기 송신 및 수신 데이타는 상기 2 Mbps 버스(34)에 
접속된다. 상기 DCC 스위치(30)에서의 접속들은 통합(configure) 입력 라인(50)에 의한 제어 기능 입력에 
의하여 설정된다.

개방 시스템 상호접속(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 규약에 따라서, 상기 기지국 제어기 <12>
BSC(22)를 상기 기지 송수신국 BTS(24)에 접속시키는 상기 A-bis 인터페이스는 3개의 계층으로 다시 나뉘
는데, 이에는 물리적 계층(계층 1), 데이타 링크 계층(계층 2) 및 네트워크 계층(계층 3)들이 있다. 상기 
물리적 계층 1은 상기 OSI 기준 모델에서 가장 하위의 계층이며, 이는 물리적 매체(physical medium) 상
에 비트 스트림(bit stream)을 전송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기능들을 지원한다. 계층 2는 상기 네트워
크의 인접 장치들간의 에러-프리(error-free)  통신을 담당하며, 계층 3은 다른 것들 가운데 호출 제어
(call control), 이동성 유지(mobility management) 및 무선 자원 관리(radio resource management)들을 
담당한다. 계층 1은 32×64 kbps 타임 슬롯의 프레임 구성을 갖는 2048 kbps 속도의 디지탈이다.

제1B도를 다시 참조하면, 상기 기지 송수신국 BTS(24)는 각각이 TDMA(Time  Division  Multiple <13>
Access) 채널을 지원하는 다수의 송수신기 TRX1 내지 TRXn(14') 및 중앙에 위치되거나 또는 분산된 기지 

제어 기능 모듈 BCF(16')들로 구성되는데, 상기 모듈들은 기지 송수신국 BTS(24) 내의 공통 제어 기능을 
처리한다.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은 상기 기지 송수신국 BTS(24) 내의 상기 기지국 제어기 
BSC(22)와 상기 TRX(14')들 및 기지 제어 기능 모듈 BCF(16')들 사이에 접속된다. 상기 기지 송수신국 
BTS(24)에 할당된 중요한 기능들은 다운링크(downlink,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으로) 방향의 채널 코딩과 
변조 및 업링크 방향의 복조, 등화(equalization)와 채널 디코딩이다. 음성 코딩/디코딩 및 데이타 변환

19-2

1019950704663



코딩(transcoding,  도시되지  않음)들은  기지  송수신국  BTS(24)  내에  위치되거나,  또는  상기  BTS(24) 
밖에, 예를 들어 상기 기지국 제어기 BSC(22) 또는 상기 이동국 서비스 교환 센터 MSC(10')측에 선택적으
로 위치될 수 있다.

종래의 GSM 시스템에서, 음성 코더(도시되지 않음)는 통상 64 kbps PCM 음성(펄스 코드 변조)를 <14>
13 kbps 속도의 음성 프레임으로 변환시킨다. 만일 (본 명세서에서는 변환코더로 언급되는) 상기 음성 및 
데이타 변환코더들이 상기 기지 송수신국 BTS(24)의 외부에 위치된다면,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함께 
사용된) GSM 권장안 ETSI/TC GSM 08.06에 따라 "원격 변환코더 및 속도 어뎁터(rate adapter)에 대한 밴
드내 제어(inband control)"에 대한 특정 규약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규약은 음성 또는 데이타 전
송, 시그널링(signalling) 및 동기를 위하여 16 kbps 채널을 사용한다. 상기 변환코더들이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MSC 내에 위치되는 경우의 그와 같은 한 응용이 하마르(Hammar) 등의 이름으로 1992년 1월 31
일 출원되어 본 출원인인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함께 사용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07/828,574호(1993년 9월 23일에 출원된 현재의 출원 번호 제08/125,136호)에 개시된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 BSC(22)와 상기 기지 송수신국 BTS(24)들 간의 시그널링을 위하여, 16 kbps <15>
또는 64 kbps의 시그널링 채널들이 사용된다. 각각의 TRX/BCF 조합에 대하여, 논리적 링크(logical lin
k)들의 집합들은 정의되고 호출된 동작 및 유지 링크(Operation and Maintenance Link) OML, 무선 시그널
링 링크(Radio Signalling Link) RSL 및 계층 2 유지 링크(Layer 2 Management Link) L2ML들인데, 이들은 
상기  시그널링  채널로  맵핑된다.  다수의  논리적  링크들이  각각의  시그널링  채널  상으로 멀티플렉싱
(multiplexing)될 수 있다. 상기 무선 시그널링 링크 RSL은 특히 이동국으로부터 네트워크 통신으로의 트
래픽 유지 프로씨져(precedure)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나의 RSL 링크가 송수신기 TRX(14')마다 
구비된다. 상기 동작 및 유지 링크 OML은 전송 동작 및 유지 메시지(message)와 같은 네트워크 유지 프로
씨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나의  OML  링크가  송수신기  TRX(14')와  기지  제어  기능  모듈 
BCF(16')마다 구비된다. 상기 계층 2 유지 링크 L2ML은 계층 2 유지 메시지들을 상기 송수신기 TRX(14') 
또는 기지 제어 기능 모듈 BCF(16')에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하나의 L2ML 링크가 송수신기 TRX(1
4')와 기지 제어 기능 모듈 BCF(16')마다 구비된다.

상기 변환코더가 상기 기지 송수신국 BTS(24) 내에 위치되며, 하나의 64 kbps 시그널링 채널이 <16>
각각의 송수신기 TRX(14')에 할당된다고 가정하면, TRX(14')마다 요구되는 채널 용량(channel capacity)
는 9×64 kbps(8개의 트래픽 채널들과 하나의 시그널링 채널)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상기 변환코더가 
원거리 위치되고 단지 하나의 16 kbps 시그널링 채널만이 각각의 TRX(14')마다 할당된다면, 전체용량 요
구(capacity demand)는 TRX(14')마다 9×16 kbps 또는 2×64 kbps +16 kbps이다.

상기 GSM 권장안 08.54는 계층 1이 2048 kbps(32×64 kbps 타임 슬롯) 속도 또는 64 kbps 속도의 <17>
디지탈 전송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양 경우 모두, 상기 인터페이스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함께 사
용된 국제 전신 및 전화 협의 위원회(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CCITT 권장안 G7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의되어야만 하며, 물리적/전기적 특징들은 권장안 G703을 따라
야만 한다.

마이크로- 및 피코셀들의 출현은 GSM 시스템의 송수신기 TRX들의 분산을 초래했다. 특히, 오늘날<18>
의 GSM 기지국(BTS)들은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에 근접 위치된 많은 송수신기 TRX들을 갖는다. 이
러한 접속들은 상기 GSM 규정의 2048 kbps A-bis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정의된 바와 같은 2048 kbps PCM 
링크들을 통하여 구현된다.

상기  GSM  규정에  의하여  정의된  상기  2048  kbps  인터페이스의  한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19>
점이다. 특히, 마이크로- 피코셀 응용에 있어서, 내부(indoor) 및 외부(outdoor) 시스템 양자 모두 하나 
또는 2개의 TRX들로 각 셀들에 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자의 셀에 대한 2 Mbps 트렁크(trunk)의 
분배는 상당한 비용을 유발한다. 상기 TRI가 상기 TRX들로부터 원거리에 배치된 대부분의 경우, 2 Mbps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동축 케이블(coaxial cable)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예를 들어 
그와 같은 케이블링을 포함하지 않는 빌딩 내에 상기 BTS를 설치하는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요약<20>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제어부, 적어도 하나의 무선 송수신기 <21>
및 상기 네트워크 제어부화 상기 무선 송수신기간에 송신되는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멀티플렉
싱 및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멀티플렉서를 갖는 TDMA 셀룰러 이동 원격 시스템에서 압축
을 통하여 대역폭을 감소시킴으로써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해 상기 멀티플렉서의 무선 송수신기측 상에서 
요구되는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장치가 제공되는데, 상기 장치는 비교적 높은 변조 속도로 상기 멀티플렉
서에 도달하는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고 압축된 음성을 버퍼링(buffering)하며 버퍼링된 상기 디지탈 인코
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비교적 낮은 변조 속도로 재송신하기 위한 수단과, 비교적 낮은 변조 속도로 상기 
멀티플렉서에 도달한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버퍼링하며 버퍼링된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
어 압축된 음성을 비교적 높은 변조 속도로 재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제어부 및 멀티플렉싱 수단과 적어도 <22>
하나의 송수신기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네트워크 제어부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을 포함하는 셀
룰러 TDMA 원격 통신 네트워크에서 대역폭 요구를 줄이는 장치가 제공된다. 또한, 상기 장치는 상기 기지
국으로 송신될 음성 데이타를 디지탈 인코딩하여 압축하며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데이타를 
출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네트워크 제어부와 상기 멀티플렉싱 수단 사이에서 적어도 1 Mbps의 속도로 송
신하도록 적응된 고속 링크를 포함하는 제1 통신 링크, 및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 수단과 상기 멀티플렉
싱 수단 사이에서 1 Mbps미만의 속도로 송신하도록 적응된 저속 링크를 포함하는 제2 통신 링크를 더 포
함한다. 상기 멀티플렉싱 수단은 상기 송수신기를 향해 비교적 높은 전송 속도로 송신되는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 데이타를 버퍼링하며, 상기 버퍼링된 음성 테이타를 비교적 낮은 전송 속도로 재
송신하기 위한 버퍼링 수단, 및 비교적 낮은 전송 속도로 상기 송수신기로부터 도달하는 상기 디지탈 인
코딩되어 압축된 음성 데이타를 버퍼링하며 상기 버퍼링된 음성 데이타를 비교적 높은 전송 속도로 재송
신하기 위한 버퍼링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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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 따라, 분산된 기지국이 셀룰러 TDMA 원격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23>
공되는데, 이경우 상기 기지국은 적어도 하나의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제공되며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될 음성 데이타를 디지탈 인코딩하여 압축하기 위한 변환코더 수단 및 이
동국들과 통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은 네트워크 제어부와 송
수신기간에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상기 네트워크 제어부와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
스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 데이타를 비교적 높은 전송 속도로 송신하도록 
적응된 제1 통신 링크,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와 각각의 송수신기들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디지탈 인
코딩되어 압축된 음성 데이타를 비교적 낮은 전송 속도로 송신하도록 적응된 적어도 하나의 제2 통신 링
크, 및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에 구비되며 상기 제1 통신 링크의 속도를 상기 제2통신 링크의 낮은 속
도로 적응시키기 위한 수단들을 더 포함한다.

역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과 부수적 특징(attendant advantage)들이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24>
여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자세한 설명을 판독하므로써 본 기술에 숙련된 자들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출원의 발명이 이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단지 예시적인 의미로 주어진 장치에 대한 양<25>
호한 실시예를 참조로 더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제1A도는 멕시코의 종래의 원격 통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도.<26>

제1B도는 GSM 규정에 따른 종래의 원격 통신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도.<27>

제1C도는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에 대한 종래의 구성도.<28>

제2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대한 도시도.<29>

제3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A-bis 인터페이스를 따라 삽입된 멀티플렉싱 장치에 대한 <30>
도시도.

제4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플렉싱 장치에 대한 구현도.<31>

제5A도 내지 제5D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프레임 동기에 대한 도시도.<3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분산된 기지국은 A-bis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계층(계층 1)에 대한 대안을 가<33>
지며, A-bis 표준의 모든 다른 계층들을 보존한다. 이러한 기술은 앞서 언급된 하마르 외 다수에 의한 출
원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변환코더가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에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정보는 디지탈인코딩되어 압축된 형식으로 기지국으로 또는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다. 이러한 디지탈 인
코딩되어 압축된 코드는 공중 인터페이스(air interface)에서도 사용되며, GSM에서 한 음성 채널에 대해 
약 13 kbps를 요구한다. 이는 변환코더들이 기지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또는 기지
국으로 음성을 전송하기 위하여 앞서 사용된 CCITT  G703에 따른 비압축 PCM  인코딩 음성(uncompressed 
PCM encoded speech)에 대해 요구되는 64 kbps와 비교된다. 상기 압축된 코드는 약 4 배 정도 작은 대역
폭 또는 8 비트 PCM 워드의 8 비트 가운데 단지 2 비트만을 필요로 한다. 충분히 낮은 비트 속도로 상기 
코드에 대한 압축과 그 결과에 대한 디멀티플렉싱 및 멀티플렉싱의 조합만이 하나의 TRX를 처리하는 때에 
4 또는 2-배선 전송(wire transmission)에 의하여 동축 케이블을 대체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사실, 즉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중요하
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각의 방향으로의 192 kbps 전송을 지원가능한 구리 배선들의 이중쌍(dual <34>
pair)들이 기지국 내의 TRX/BCF들과 집중 노드(concentrating node) 사이의 정보 전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즉, 기지국을 구성하는 송수신기 인터페이스와 원거리(remote) 및 근거리(local) 송수신기들 사
이에 통상의 전화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감소되고 구현이 더욱 용이해진다. 단지 단일쌍 접속
(single pair connection)을 사용하는 다른 대안 역시 제시된다.

제2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현존 시스템들이 역적용(retrofitting)될 수 있<35>
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MSC(10'), (GSM, TDMA 시
스템을 위한) 기지국 제어기 BSC(22) 및 송수신기 TRX(14')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
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 변환코더 수단(25)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떨어져 위치되는 것을 
가정한다. 상기 변환코더(25)는 상기 MSC(10')의 일부분으로서 제2도에 도시된다.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는 GSM 기지국 BTS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적 모듈이다. 제2도<36>
의 구성요소들은 제1B도에서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참조하는데 사용된 참조번호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사용
하거나,  또는  제1B도의  구성요소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동일  참조번호에 이중 프라임
(double prime)을 갖도록 함으로써 참조된다.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 또는 멀티플렉서(18")
은 상기 기지국 제어기 BSC(22) 상의 2 Mbps 링크와 상기 TRX/BCF측 상의 192 kbps 링크간의 인터페이싱
과 전송 방향(travel) 및 각각의 처리된 음성 채널 트래픽 볼륨(volume)에 따라 상기 전송 속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상기  멀티플렉서(18")이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플렉싱  능력(capability)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와 상기 TRX(14') 사이의 종래 기술의 동
축 케이블링의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출원인의 분산 기지국은 다수의 송수신기 TRX1 내지 TRXn을 포함하는 데, 이들은 상기 기<37>
지국으로부터 원거리에 배치되며 192 kbps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인터페이스 라인에 
의하여 상기 기지국 BTS 내의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에 접속된다. 또한,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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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TRI(18")은 2048 kbps 라인을 사용하여 임의의 수의 근거리 또는 근접 송수신기 TRX(14')에 역시 접속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상기 TRI(18")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TRX(14')는 두개의 접속기(connector)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저속 원거<38>
리  접속(low  speed  remote  connection,  26)용이며  다른  하나는  고속  근거리  접속(high  speed  local 
connection, 25)이다.

제3도는 기지국 제어기 BSC(22)와 TRX/BCF(14'/16')들 사이의 전송 경로에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39>
TRI(18")이 부가된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제3도의 실시예에서, 상기 TRX(14')는 동일 또는 다
른 셀들에 속할 수 있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 BSC(22)와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18") 사이에는 A-bis 
권장안에 따라 다수의 2 Mbps 트렁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속들은 예를 들어 동축 케이블들
일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18")과 상기 TRX/BCF(14'/16')들 사이의 물<40>
리적 통신 링크들은 4-배선(4-wire) 또는 꼬인쌍(twisted-pair) 링크("S" 인터페이스)들이다. 상기 S-인
터페이스는 CCITT 권장안 I.412와 I.430(계층 1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ISDN 기본 사용자-네트워크 인터
페이스(Basic User-Network Interface)라 불리는데, 이는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2B+D 채널 구성을 갖는데, 이는 각각 64 kbps인 2개의 B-채널들과 16 kbps의 하나의 D-채널
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4-배선 또는 꼬인쌍 링크들은 192 kbps의 속도로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안적으로,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과 상기 송수신기 TRX(14')사이에 2-배선 접속을 <41>
사용할 수 있다. 2-배선 접속을 통한 완전 듀플렉스(full duplex) 전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향 소거
(echo cancelling)가 상기 인터페이스에 부가되어야만 할 수 있다. 상기 2-배선 인터페이스는 ISDN 용어
상 "U" 인터페이스라 불린다.

만일 상기 변환코더가 상기 송수신기 TRX로부터 원거리에 배치되고 단지 16 kbps만이 시그널링에 <42>
사용된다면, 2B+D 채널 구성은 하나의 송수신기 TRX를 요구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각각이 16 kbps를 요구
하는 8개의 TDMA 채널들은 GSM 권장안을 따르는 CCITT 권장안 I-460(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함께 사용된
다)에 따라서, 상기 2개의 B-채널 상으로 멀티플렉싱된다. 16 kbps인 나머지 D-채널은 채널을 시그널링하
고 논리적 링크 RSL, OML 및 L2ML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에서, 상기 D-채널들은 다른 D-채널들과 함께 64 kbps로 조절 <43>
또는 멀티플렉싱된다. 모든 송수신기 TRX(14')로부터의 상기 조절 또는 멀티플렉싱된 D-채널들 및 B-채널
들과 기지 제어 기능 모듈 BCF(16')들은 상기 2 Mbps 링크(제2도 또는 제3도에 도시되지 않음)들 상으로 
멀티플렉싱된다. 상기 D-채널들에 대한 멀티플렉싱은 예를 들어 대기(queuing)시키므로써 계층 2에서 통
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상기 TRI(18")은 전송 방향에 따라 멀티플렉싱 및 디멀티플렉싱 동작들을 수행한다. 제4도에 도<44>
시된 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은 디지탈 크로스 접속 스위치 DCC(30)을 
포함한다. 상기 디지탈 크로스 접속 스위치 DCC(30)은 네트워크쪽 상에서는 임의의 64 kbps 타임 슬롯에 
상기 송수신기 TRX(14')쪽 상에서는 임의의 64 kbps 접속에 접속될 수 있다. 상기 DCC(30)을 통한 상기 
접속 구성은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에 의하여 근거리에서 제어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기지
국 제어기 BSC(22) 또는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 MSC(10')에 의하여 원거리에서 제어될 수 있다.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에 대한 상기 접속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제4<45>
도는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TRI(18')에 대한 상기 접속들에 대한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면을 들여
다  볼  때  제4도의  좌측은  스위치의  2  Mbps로  종료된  우측  부분까지  포함하여  제1C도에  도시된  상기 
TRI(18')과 동일한 종류이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하지 않는다.

출원인의 장치는 통신 버퍼링과 전보 재송신에 요구되는 대역폭을 줄인다. 상기 장치는 원거리 <46>
송수신기 TRX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낮은 주파수 형식(low frequency version)의 논리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A-bis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서, 이러한 장치는 상기 2 Mbps 버스
(34)들의 우측에 접속된 다수의 I.430(2B+D) 인터페이스 I/F1 내지 I/Fn(52)를 포함한다. 상기 인터페이
스 I/F1  내지 I/Fn(52)의 다른쪽들은 192  kbps  ISDN  링크들에 의해 변성기(54)들을 거쳐 상기 원거리 
TRX/BCF(14'/16')들에 접속된다. 각각의 I.430 인터페이스 I/F(52)들은 예를 들어 상기 B-채널 각각에 하
나 및 상기 D-채널에 하나씩인 3개의 64 kbps 타인 슬롯들을 처리한다. 가능한 경우, 제4 타임 슬롯이 상
기 I.430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제어/상태 정보 채널(control/status information channel)에 할당될 수 
있다.

각각의 버스는 32개의 타임 슬롯들을 전송하는데, 즉 만일 3개의 타임 슬롯들이 각각의 I.430 인<47>
터페이스에 할당된다면, 각각의 버스는 10개의 ISDN 접속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페이스마다 4개
의 슬롯들을 할당하므로써, 단지 8개의 ISDN 접속들만이 사용될 수 있다.

3개 또는 4개의 타임 슬롯들이 제5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2 Mbps 프레임으로부터 연속적으<48>
로 할당될 수 있다. 데이타를 송신 및 수신하는 것에 덧붙여서, 상기 프레임 및 비트 동기 신호들은 모든 
I.430 인터페이스들에 접속된다.

상기 2 Mbps 데이타 스트림에 상기 인터페이스(52)들을 동기시키는 가능한한 방법은 프레임 동기 <49>
라인 FS(46)들을 상기 인터페이스(52)들간에 데이지 체인(daisy chain) 방식으로 접속시키는 것이다. 각
각의 인터페이스에 제공된 상기 프레임 동기 신호는 인터페이스의 액세스 윈도우(access window)를 결정
한다. 한편, 상기 동기 신호는 3개 또는 4개의 타임 슬롯 동안 지연된 후 다음 인터페이스의 입력에 인가
된다. 이는 제5B도 내지 제5D도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도시된다. 상기 프레임 동기 라인 FS1 내지 FS10
들은 제4도에 도시된다.

2 Mbps 버스 상의 모든 타임 슬롯들은 64 kbps 속도의 8 비트 정보로 구성된다. 위에 지적된 바<50>
와 같이, 상기 I.430 인터페이스의 D-채널은 단지 16 kbps 채널이며, 따라서, 상기 D-채널은 64 kbps 채
널로 조정된 속도를 가져야만 한다. 이는 한 실시예에 따라 상기 타임 슬롯들 중 하나의 단지 첫번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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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트에 상기 D-채널 비트들을 끼워 넣으므로써 수행된다. 상기 타임 슬롯의 나머지 6개 비트들은 제5A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진수 1로 설정된다.

상기  I.430  인터페이스는  변성기들을  통하여  4개  배선  접속들에  직접  접속된  단일 구성소자<51>
(component)로 구현될 수 있다. 만일 단일 꼬인쌍 접속들이 사용된다면, 하이브리드(hybrid)들이 4 배선 
접속들에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단일 구성소자는 (속도 조절을 포함하여) 다음의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
다:

- 상기 꼬인쌍 또는 4 배선 접속 상으로 전송하기 전에 상기 2 Mbps 버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타를 <52>
저장하기 위한 "다운링크" 버퍼들 및 2 Mbps 버스상으로 전송하기 전에 상기 꼬인쌍 또는 4 배선 접속으
로부터 수신된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업링크" 버퍼; 이때 "다운링크"는 이동 교환 서비스 센터 MSC로
부터 이동국들로의 전송을 말하며, "업링크"는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 제어기 BTS 및 상기 이동 교
환 서비스 센터 MSC로의 전송을 말한다;

- 4 배선 인터페이스에 적용가능한 상기 I.430 권장안에 따른 의사-3진수(pseudo-ternary) 라인 <53>
코더/디코더 및 꼬인쌍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반향 소거 코더/디코더;

- 라인 구동기 및 라인 수신기; 및<54>

- 제어 및 타이밍.<55>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제어 및 타이밍 기능은 FS1 위치로부터 시작하여 2048<56>
(또는 4096) ㎑ 클럭을 사용하여 24 또는 32 비트(3 또는 4개의 타임 슬롯)을 다운링크 버퍼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정보는 상기 I.430 규약에 따라 다시 포맷(format)되는데, 이에는 제어 비트들을 삽
입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상기 정보는 상기 버퍼로부터 192 kbps 속도로 송신된다. 또한, 상
기 업링크 경로가 상기 제어 및 타이밍 기능에 의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제한된 수의 쉽게 구입가능한(off-the shelf) 제품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57>
있다. 그와 같은 제품 그룹의 예는 MITEL 계열(family) 구성소자들이다. 제5도에 도시된 각각의 디지탈 
크로스 접속 DCC 블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MITEL 구성소자들이 있다. G703 I/F는 MITEL MH89790, CEPT 
PCM 30/CRC-4 프레머 및 인터페이스(Framer & Interface)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이는 변성기와 수동 
네트워크(passive network)를 통하여 라인에 접속된 하나의 완전한 듀플렉스 2 Mbps 트렁크를 지원하는 
40개의 핀을 갖는 하이브리드 회로이다. 네트워크 동기 위상 고정 루프 PLL은 MITEL MT8940, T1/CEPT 디
지탈 트렁크 PLL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스위치 DCC는  MITEL  MT8980D  디지탈 스위치 또는 
MT8981D 디지탈 스위치일 수 있다. 상기 8980D는 32×64 kbps의 8배의 입력 채널을 32×64 kbps의 8배 출
력 채널들로 스위칭시킨다. 상기 8981D는 상기 8980D 용량의 반을 용량으로 갖는다. 상기 I.430 I/F 인터
페이스는 MITEL MT8930 가입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회로일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2B+D 4-배선 접속을 
지원한다.  위의  구성소자들은  단지  예시적인  의도로서  설명된다.  상기  구성소자들은  통상 기술자
(ordinary artisan)의 기술 수준 내에서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ASIC과 같은 임의의 동등 제품으로 대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상기 기본 액세스 2B+D 채널 구성은 TRX가 요구하는 용량을 만족시키기 못한다. <58>
예를 들어, 상기 TRX가 1/2 속도의 트래픽 채널들을 전송하는 때에는 16 kbps의 16배(즉, 4개의 B-채널)
가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16 kbps D-채널은 과중한 시그널링 부하를 갖거나 또는 작은 시그널링 지연
을 요구하는 송수신기 TRX에 불충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인터페이스는 두배로 될 수 있는데, 즉, 상기 2B+D 채널 구<59>
성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때에는 2쌍(two pairs)이 사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인터페이스
의 대역폭이 증가될 수 있다. 현재, 새로운 ANSI 표준이 HDSL(High-bit-rate-Digital Subscriber Line)으
로 불리는 2 배선 구리 케이블 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서 함께 사
용된) 1992년 2월 14일자 TI E1.4/92-002 RI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의 "A Technical Report on 
High-Bit-Rate Digital Subscriber Lines "HDSL""을 참조하시오. 상기 인터페이스의 비트 속도는 반향 소
거 기법을 사용하는 784 kbps이다. 상기 인터페이스를 두배로 하는 것, 즉 2쌍을 사용하는 것은 64 kbps
의 24배를 허용하는데, 이는 T1  트렁크의 용량이다. 상기 기본 액세스 2B+D  채널 구성 대신에 이러한 
HDS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보다 많은 송수신기 TRX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삿갓 셀(umbrella cell)들은 종종 등록(registration), 페이징(paging) 및 호출 설정(set-up)을 <60>
촉진하도록 과중한 이동 트래픽인 영역에서 사용된다. 실제의 대화(conversation)들은 예를 들어 가입자
에 근접한 데스크탑(desktop) 원거리송수신기에 의하여 저전력 레벨로 전송된다. 표준 핸드오프(handoff) 
기법들이 호출 설정 다음에 바로 음성 채널을 할당시키는데 사용된다.  호출 설정은 몇몇의 삿갓 위치
(umbrella site)들에 집중되므로써 요구되는 기지국들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2 또는 4 배선 
전화 라인들에 의하여 접속된 데스크탑 원거리 송수신기들은 상기 대화 단계(conversation phase)를 처리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들은 채널들의 조절 선택을 위하여 동기되며, 단지 하나의 
타임 슬롯에 영향을 주는 단일 실내 호출(in-house call)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동기된다. 또한, 2개의 
합성기(synthesizer)를 포함하는 단일 원거리 송수신기는 다른 주파수로 프레임 내의 타임 슬롯 상에서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호출 설정시 및 핸드 오프 동안 채널 조절 선택을 허용한다. 전
용 제어 정보(dedicated control information)와 페이징들은 예를 들어 자신의 무선파(radiowave)들을 사
용하여 빌딩 전체를 담당하는 채널인 삿갓 채널(umbrella channel)을 통하여 시스템에 인입된다. 상기 삿
갓 셀은 상기 호출이 데스크탑 원거리 송수신기로의 핸드 오프가 가능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트래픽 
채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예들에 대한 기술적 배경에 대한 더 완벽한 설명에 대하여는, 본 명세서
에서 참고로서 함께 사용된 미합중국 특허 제5,235,632호와 1991년 6월 13일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합중국 
출원 번호 제07/714,566호를 참조하시오.

본 발명은 다른 사항들 가운데 실내 전화 케이블링이 데스크탑 TRX들에 대한 케이블링을 공유하<61>
도록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큰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본 발명은 종래의 실내 전화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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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링을 포함하는 빌딩 내의 특수 동축 케이블링에 대한 필요를 제거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버퍼링 능
력을 갖는 송수신기 인터페이스가 셀룰러 이동 전화 시스템에서 원거리 TRX들과 통신하는데 사용된다. 64 
kbps가 원거리 TRX에 대해 너무 느려 원거리 TRX와 통신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48 kbps가 사용되어
야 하는 때에는, 본 발명에 따른 발명성을 갖는 인터페이스가 GSM 시스템에서 사용되는데, 상기 시스템은 
2048 kbps 또는 64 kbps A-bis 접속들을 허용하는 표준을 갖는다.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의 버퍼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상기 I.430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바와 같이 상기 인터페이스 및 상기 TRX에서의 
속도 변환(speed conversion)을 제공하므로써 동일한 TRX들이 근거리에서 또는 원거리에서 사용되도록 허
용한다. 각각의 TRX에는 2개의 접속기(connector)들이 구비되는데, 이중 하나는 상기 TRX가 기지국 BTS 
내의 근거리에서 사용되는 때에 2048 K비트/초(Kbits/s)로 접속시키기 위한 것이며, 다른 접속기는 상기 
TRX가 상기 BTS로부터 원거리에서 본 발명의 멀티플렉서와 함께 사용될 때에 192 K비트/초로 접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기  2개의  종료부(termination)들은  도면들에서  하나로서  도시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I.430 인터페이스는 192 K비트/초 종료부 상에서 사용된다.

특정 실시예들에 대한 앞의 설명들은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기술 지식을 응용하므로써 상기 총괄<62>
체인 개념(generic concept)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와 같은 특정 실시예들에 대한 다양한 응용을 위하
여 쉽게 변형 및/또는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본 발명의 일반적인 본질을 매우 완전하게 개시할 것이
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응용들과 변형들은 상기 개시된 실시예들의 등가 의미 및 범위 내에 포함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표현(phraseology)은 제한적이 아닌 설명적 목적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셀룰러 TDMA 원격 통신 네트워크에서 대역폭 요구 조건(bandwidth requirements)을 저감하기 위
한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제어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제어부에 접속되고, 멀티플렉싱 수단(18") 및 적어도 하나의 송수
신기 수단(14')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

상기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에 송신될 음성 데이타를 디지탈 인코딩(digitally encoding)하여 압
축하고, 디지탈 인코딩되고 압축된 상기 음성 데이타를 출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제어부와 상기 멀티플렉싱 수단 사이에서, 적어도 1Mbps의 속도로 
송신하도록 적응된(adapted) 고속 링크를 포함하는 제1 통신링크; 및

상기 멀티플렉싱 수단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 수단 사이에서, 1Mbps 미만의 속도로 송신
하도록 적응된 저속 링크를 포함하는 제2 통신 링크를 포함하며,

상기 멀티플렉싱 수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 수단을 향해 비교적 고속으로 송신되는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고 압
축된 음성 데이타를 버퍼링하고, 버퍼링된 상기 음성 데이타를 비교적 저속으로 재송신하는 버퍼링 수단
(52);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 수단으로부터 비교적 저속으로 도달한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고 압
축된 음성 데이타를 버퍼링하고, 버퍼링된 상기 음성 데이타를 비교적 고속으로 재송신하는 버퍼링 수단
(52)

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링크는 2-배선(2-wire)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링크는 4-배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저속 링크는 약 192 kbps의 속도로 송신하는 장치.

청구항 5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링크는 2개의 2-배선쌍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링크는 ISDN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링크는 높은 비트 속도(high-bit-rate) 디지탈 가입자 라인 인터
페이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링크는 GSM 규정에 따라서 약 2048 kbps의 속도로 송신하는 송신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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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원격 통신 네트워크는 GSM 시스템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
크 제어부는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 제어기(22)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0 

셀룰러 TDMA 원격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한 분산 기지국(decentralized base station)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이동 서비스 교환 센터(10');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제공되며,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될 음성 데이타를 디지탈 인코딩
하여 압축하기 위한 변환코더 수단(transcoder means, 25);

이동국과 통신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14');

네트위크 제어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간에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18");

상기 네트워크 제어부와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
축된 음성 데이타를 비교적 높은 전송 속도로 송신하도록 적응된 제1 통신 링크;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와 각각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디지탈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 데이타를 비교적 낮은 전송 속도로 송신하도록 적응된 적어도 하나의 제2통신 링
크; 및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이스에 구비되며, 상기 제1 통신 링크의 속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통
신 링크의 낮은 속도로 적응시키기 위한 수단(52)

을 포함하는 분산 기지국.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통신 링크는 2 또는 4 배선 접속을 포함하는 분산 기
지국.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14')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
이스(18")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배치되는 분산 기지국.

청구항 1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14')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송수신기 인터페
이스(18")에 근접한 위치에 배치되는 분산 기지국.

청구항 14 

상기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원격 통신 네트워크는 GSM 시스템이며, 상기 네트워크 제어
부는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 제어기(22)를 포함하는 분산 기지국.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 링크의 상기 고속 전송 속도는 약 2 Mbps이며, 상기 제2 통신 
링크의 상기 저속 전송 속도는 약 192 Kbps인 분산 기지국.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수신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 통신 링크에 접속되도
록 적응된 저속 원거리 접속용 제1 접속기 및 고속 근거리 접속용 제2 접속기를 포함하는 분산 기지국.

요약

최소한 하나의 네트워크 제어부, 최소한 하나의 무선 송수신기 및 상기 최소한 하나의 네트워크 
제어부와 상기 최소한 하나의 무선 송수신기간에 송신된 디지탈적으로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멀티플
렉싱하고 디멀티플렉싱하기 위한 최소한 하나의 멀티플렉서를 갖는 TDMA 셀룰러 이동 무선 시스템에서 압
축을 통하여 대역폭을 줄이므로써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최소한 하나의 멀티플렉서의 무선 송수신
기측 상에서 요구되는 대역폭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서, 비교적 높은 변조 속도로 상기 최소한 하나의 멀
티플렉서에 도달하는 상기 디지탈적으로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버퍼링하여 비교적 낮은 변조 속도로 
상기 버퍼링된 디지탈적으로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재송신하기 위한 수단 및 비교적 낮은 변조 속도
로 상기 최소한 하나의 멀티플렉서로부터 도달하는 상기 디지탈적으로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버퍼링
하여 비교적 높은 변조 속도로 상기 버퍼링된 디지탈적으로 인코딩되어 압축된 음성을 재송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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