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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

요약

본 발명은 3인의 착신 및 발신 가입자가 정상 통화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호출하여 3인이 동시에 
통화동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그에 따라 본 발명은 각기 다수의 이동가입자단말기가 대응하는 다수의 기지국제어기를 매개로 접속되어 
다수의 ASS-W와 INS 및 ASS-T를 매개하여 HLR이 접속된 개인통신교환기를 구비한 개인통신교환시스템에 
있어서, 제 1가입자에 해당되는 발신측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호 설정요구에 따라 제 2가입자에 해당되는 
착신측 가입자 단말기와 통화기능을 수행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제 1가입자에 해당되는 발신측 가입자단
말기로부터의 특수키 조작에 의한 3인통화 서비스의 요구시, 후크-플래쉬 동작에 따라 제 2가입자에 해당
되는 가입자단말기측을 홀딩 처리함과 아울러 CMX연결을 요구하여 CMX디바이스를 할당하고, 글로벌스위치
의 연결을 통해 스위치정보를 변경시켜서 또 다른 제 3가입자의 가입자단말기측에 PCS호출을 행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3가입자의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호출응답이 있게 되면 상기 CMX디바이스의 추가요구에 
따라 상기 제 3가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측의 ASS-W에 호 설정요구메시지를 송출하고 그 호설정요
구메시지에 대한 호 확인메시지를 수신받아 글로벌채널의 연결을 승인하여 상기 제 1가입자와 제 3가입자
의 통화를 수행하고, 상기 제 1가입자로부터 3인통화요구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2가입자의 홀딩톤을 해제
하여 상기 제 1과 제 2 및 제 3가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간의 3인 통화가 수행되도록 하는 제 3단
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개인이동 통신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교환기의 구성상태를 나타낸 블럭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이 적용되는 도 2에 도시된 개인통
신교환기의 주요부분을 나타낸 블럭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3자 통화호의 설정절차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3자 통화중에 마스터가입자가 호크-온시의 설정절차를 설명하
는 플로우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3자 통화중에 후크 플래쉬를 수신한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디지트수신시의 호설정절차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가입자단말기,                   20a∼20n:기지국,

30a∼30n:기지국제어기,             40:교환기,

50:인증센터,                       72a∼72n:ASS-W,

78: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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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착신 및 발신 
가입자의 통화상태에서의 제 3의 가입자를 호출하여 3인이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통신 교환
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라인을 매개하여 접속된 유선가입자 단말기간의 호처리에 대한 기능만이 상정된 교환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입자단말기에게 이동성을 부여하여 지역 또는 장소적인 제약을 최소화한 상
태에서 호설정 및 통화가 가능한 개인이동통신 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상태이다.

그러한  개인이동통신의  서비스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이동통신교환기(Personal  communication 
exchange)에 따르면,  기존의 유선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처리기능에 부가적으로 무선가입자처리기능이 추
가된  유/무선통합시스템으로 개인통신망에서  보장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기존의  망
(網)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통신망과는 이질적인 타망(ISDN, PLDN 등)과
의 연동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도 1은  일반적인 개인통신교환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동 도면에서, 참조부호 
10a - 10n은 개인통신가입자가 휴대가능하면서 이동성에 의한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소위 '휴대폰'으로 
지칭되는 가입자단말기를 나타내고, 참조부호 20a - 20n은 각기 다수의 가입자단말기와 호처리데이터를 
송신/수신하여  각 가입자단말기에 대한 무선신호의  송신/수신과 통신프로토콜의 변환 및  암호화/복호
화 등을 실행하는  기지국을 나타낸다.

또, 30a - 30n은  각기 다수의  기지국을  관리하면서  상기 가입자단말기

(10 - 10n)에 대한 통신채널의 할당제어와  핸드오버(Handover)의 결정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지
국제어기를 나타낸다.

또, 40은  상기 기지국제어기(30a - 30n; 30)와  IS-651/IS-634규격으로 인터페이싱되는 개인통신교환기
를 나타내고, 50은 각 가입자단말기(10)에 대해  후술하는 가입자정보관리장치(Home location 
register;HLR)와 정합되어 임의의 가입자단말기(10)에 대한 사용허가처리 등을 수행하는 인증센터를 나타
낸다. 

또, 60은 상기 개인통신교환기(40)와  트렁크매체를  매개하여  상호 접속되어 통신정보의 상호 전달을 
위한  타국의  개인통신교환기를 나타낸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개인통신교환기(40)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동 도면에서  
72a - 72n은 상기 기지국제어기(30a - 30n)와  대응적으로  정합되어  무선이동통신을 위한  가입자단말
기(10)의  호처리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정합교환서브시스템(Access switching subsystem for wireless 
subscriber ;ASS-W)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 ASS-W(72a - 72n)는  대부분의  개인이동통신을 위한 호처
리기능이라던지 자체 운용보전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시 ASS-W의 단위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
으로  수평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또, 74는 기존의  유선적인  아
날로그 가입자단말기를 나타내고, 76은 그 유선적인 아날로그 가입자단말기(74)의  호처리기능을 실행하
기 위한  가입자정합 교환서브시스템(Access  switching  subsystem  for  subscriber;  ASS-S)을  나타내는 
바,  그 ASS-S(76)도 상기 유선가입자단말기(74)에 대한  대부분의  호처리기능이라던지  자체적인 운용
보전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시  그 ASS-S의 단위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수평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도 2에서  참조부호 78은   상기 ASS-W(72;72a  -  72n)와   ASS-S(76)에  대해  데이터링크(즉,  Optical 
link)를 매개하여  해당하는 개인통신교환기(40)의 전체적인 호처리/관리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연결망
제어서브시스템(Interconnection network subsystem; INS)을 나타내는 바,  그 INS(78)는  스위칭네트워
크(T-S-T)의 구성을 위해  상기 ASS-W/ASS-S(72,76)에 위치하는  타임스위치(T)와 연계되는  스페이스 스
위치(Space switch)를 포함하게  됨과 더불어,  해당하는  개인통신교환기(40)의 서비스영역내에  존재하
는  상기 가입자단말기(10)에 대한  정보의 저장 및 관리 등의 이동성 관리기능을 위해  VLR(Visitor 
location register; VLR)이  위치되게 된다. 여기서,  그 VLR은 해당하는  개인통신교환기(40)에 의해 관
리되는 지역에 존재하는 가입자단말기(10)에 대한  전체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고, 그 정보
는 개인통신 가입자가  호를 설정하는 경우  상기  개인통신교환기(40)의 요구에 응답하여  그 개인통신
교환기(40)로  전송되게  되며,  그 VLR내의  정보는 상기 가입자단말기(10)의  이동에  따라  계속적으
로  수정되게  된다.  

또,  도 2에서 참조부호 80은 상기 타국의 개인통신교환기(60)와의 사이에서  중계선정합을 위한 중계선
정합교환 서브시스템(Access switching subsystem for trunk; ASS-T)을 나타내는 바,  그 ASS-T(80)에는  
공중가입형 디지탈데이터교환망(Public switched data network; PSDN)과,  전화/전신 및 각종의 비전화계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탈기술을 전제로  교환/전송/가입자 단말의 일원화를 위한 종합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ISDN), 개인통신망내에  최소한 하나 이상으로 존재하여  자신의 
PCN내에 등록된  전체의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파라미터와  위치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
이스 관리시스템으로 기능하면서  가입자단말기의 억세스능력이라던지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포함
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등록됨과  더불어   착신가입자의  루팅기능을  수행하는  HLR(Home  location 
register)이 접속된다.

또,  참조부호 82는 상기 INS(78)에 대해  데이터링크를 매개하여 접속되어 SS No-7신호 처리 정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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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No-7신호정합교환서브시스템(Access switching subsystem for No-7 signalling; ASS-7)을 나타낸다.

도 2에서, 참조부호 84는 상기 INS(78)와  신호적으로  접속(Work station)되어 해당하는 교환기의 총괄
적인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와 주변장치로 구성된 CCS(Central control 
system)을 나타내고, 그 CCS(78)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교환기(40)에 대해  ″개인통신교환기/과금센터간 
접속규격 ″에 의해  연동하면서 그 교환기(40)로부터 전송되는  과금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CAMA(Centralized authomatic message accounting; 86)가 접속됨과 더불어 그 교환기(40)에 대해 ″TMN Q
인터페이스″에 의해 연동하면서  개인통신망을 구성하는 전체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앙집중화된 운용/유
지/보수기능을 수행하는 OMC(Operation and maintenance center)와 개인통신망의 관리를 위한 
NMC(Network management center)(88)가 접속된다.

그러한 구성의  개인통신교환시스템에 따르면  예컨대 기지국제어기(30a)에 수용된 이동성의 가입자단말
기(예컨대 10a)로부터 호설정이 요구되는 경우  그 호설정요구에 따라 기지국제어기(30a)로부터  개인통
신교환기(40)의 ASS-W(72a)에서는  그 호설정요구에 응답하여 자국에 수용된 착신대상의 이동성 가입자단
말기 또는 유선가입자단말기(예컨대 74)에 대한 호설정처리를 실행하거나  타국의 개인통신교환기(예컨대 
60)에 수용된  이동성 가입자단말기 또는 유선가입자단말기에 대한 호설정처리를 관장하게 되고,  그러한 
호설정요구에 대해서는 CCS(84)를 통해  과금정보가 처리되어 CAMA(86)로 전달된다.

또한, 자국에 수용된  이동성 가입자단말기(예컨대 10a)를 착신대상으로 하는 호설정이 발생되어  전달되
는 경우 상기 개인통신교환기(40)의 해당하는 ASS-W(72a)와 기지국제어기(30a)를 매개하여  그 착신대상
의 가입자단말기(10a)에 대한 호설정처리가 행해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한편, 이러한 개인통신교환시스템에서는 임의의 발신 가입자가 제어 가입자로서 기능하여 소정의 원하는 
착신 가입자를 호출하여 2인이 통화하는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 나아가
서는 3인의 가입자가 동시에 통화하는 기능이 채용되고 있는 추세인 바, 이러한 3인의 동시 통화기능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행알고리즘이나 제어절차(즉, 호설정이나 호해제 또는 타국호의 호출)가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2인의 착신 및 발신 가입자가 정상 통화중인 상태에
서 새로운 가입자를 호출하여 3인이 동시에 통화동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에 의하면, 
각기 다수의 이동가입자단말기가 대응하는 다수의 기지국제어기를 매개로 접속되어 다수의 ASS-W와 INS 
및 ASS-T를 매개하여 HLR이 접속된 개인통신교환기를 구비한 개인통신교환시스템에 있어서, 제 1가입자에 
해당되는 발신측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호 설정요구에 따라 제 2가입자에 해당되는 착신측 가입자 단말기
와 통화기능을 수행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제 1가입자에 해당되는 발신측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특수키 
조작에 의한 3인통화 서비스의 요구시, 후크-플래쉬 동작에 따라 제 2가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측
을 홀딩 처리함과 아울러 CMX연결을 요구하여 CMX디바이스를 할당하고, 글로벌스위치의 연결을 통해 스위
치정보를 변경시켜서 또 다른 제 3가입자의 가입자단말기측에 PCS호출을 행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제 3
가입자의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호출응답이 있게 되면 상기 CMX디바이스의 추가요구에 따라 상기 제 3가
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측의 ASS-W에 호 설정요구메시지를 송출하고 그 호설정요구메시지에 대한 
호 확인메시지를 수신받아 글로벌채널의 연결을 승인하여 상기 제 1가입자와 제 3가입자의 통화를 수행하
고, 상기 제 1가입자로부터 3인통화요구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2가입자의 홀딩톤을 해제하여 상기 제 1과 
제 2 및 제 3가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간의 3인 통화가 수행되도록 하는 제 3단계로 이루어진 개인
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르면, 다수의 이동성 가입자단말기간의 통화기능을 위한 호설정을 
행하는 개인통신교환시스템에서 소정의 발신측 가입자와 착신측 가입자와의 호설정에 따른 통화동작시 또 
다른 제 3가입자와의 3인통화가 발신측 가입자에 의한 3인 통화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설명한다. 

즉,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이 적용되는 도 2에 도시된 개
인통신교환기의 주요부분을 나타낸 블럭구성도로서, 동 도면에서 참조부호 72a,72b,72c로 표시된 ASS-W는 
기지국과 교환기의 사이에 위치하여 착발신 호처리시 유무선 링크의 제어와 기지국 관리, 트랜스코딩, 핸
드오프  제어  등과  같은  무선호  처리에  필요한  제반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BSCa,b,c(90a,92a,94a)와, 
P7SDH로부터의 DTAP나 BSSMAP메시지를 PCSI로 전달하는 각각의 SCCPa,b,c(90b,92b,94b), 교환기와 각각의 
기지국 제어기(30a,30b,30c)간의 링크관리기능과, BSSAP(Base Station System Application Part)기능, 일
부 MM(Mobility Management)접속처리기능을 처리하는 각각의 PCSIa,b,c(90c,92c,94c), 소프트웨어로 구성
되고서 PCSI로부터 수신되는 개인통신가입자 신호를 처리하고, 개인통신가입자 호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HLR로부터 착신이동가입자의 로밍번호를 수집하고, NTR(96b)에게 번호번역을 요구하고, LSL을 
통해 신호장비와 스위치연결을 제어하는 각각의 PCCa,b,c(90d,92d,94d), 이동 가입자가 아이들(Idle)이나 
통화중 또는 호설정이나 호해제중인 상태에서 부가서비스를 요구하면 이를 수신한 기본호 제어블럭으로부
터의 제어를 넘겨받아 부가서비스의 종류를 분석하여 독립적인 부가서비스처리블럭으로 제어를 승계하거
나 서비스등록, 삭제 등의 경우에 블럭내에서 처리를 수행하는 각각의 PSSCa,b,c(90e,92e,94e) 및, 소프
트웨어로 구성되어 호처리상에서의 점유, 응답, 종료, 장애 발생시 그들에 대한 통계자료 산출을 보조하
기 위한 각각의 CSLa,b,c(90f,92f,94f)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참조부호 78로 표시된 INS는 3인통화 서비스(TWC)나 회의통화서비스(CC)와 같은 다중통화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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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제어하기 위해 3인통화 서비스를 등록한 가입자가 발신 또는 착신 통화중 상태에서 센드키
(Send Key; Hook Flash)를 하고 새로운 가입자를 호출하여 3인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
스중에 발생한 통계정보 및 과금정보를 위해 통계 및 과금블럭과 연동하는 PMULC(96a)와, 국제번호와 지
역번호, 국번 번역을 수행하며 출중계호, 입중계호, 트랜스미트호를 처리하는 기능과 착신번호를 번역하
여 착신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및 특수번호를 번역하여 특번발신그룹에 의해 특번분리수용기능의 처
리를 담당하는 NTR(96b), 호접속 및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R2 MFC 및 DTMF신
호와, 연속성 신호음 및 가청신호음을 송출하거나 수신하는 TLSI(96c), 해당 시스템의 T-S-T스위치채널을 
호의 접속이나 해제를 위해 배정하고 해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SNC(96d), 상기 SNC(96d)로부터의 통화로
의 연결/해제를 위한 스페이스스위치 연결/해제를 요구받아 이를 수행하고 통화로상의 신뢰도 향상을 위
해 제어메모리를 주기적/비주기적으로 시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SSW(96e), 녹음안내와 같은 단방향 음성
경로를 사용하는 호를 위해 녹음안내장치의 출력정보를 검색하고 관리하며 호출믹서(Call Mixer)를 사용
하는 회의호를 위해 호출믹서의 배정 및 해제를 관리하는 GSC(96f) 및, 녹음안내서비스와 회의통화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 GSI(96g)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 참조부호 80으로 표시된 ASS-T는 상기 INS(78)가 HLR로 억세스가 가능하도록 신호적으로 접속동작한
다. 

이어,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동작에 대해 도 4∼도 7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
명한다.

먼저, 도 4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3자 통화호 설정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즉, 단계 100에서 제 1가입자단말기(10a)의 제 1가입자와 제 2가입자단말기(10b)의 제 2가입자가 통화중
인 상태에서, 단계 101로 진행하여 제 1가입자측 ASS-W(72a)에 구비된 BSCa(90a)로부터의 후크 플래쉬가 
PCSIa(90c)에 전달되면, 단계 102로 진행하여 PCSIa(90c)에서는 후크 플래쉬 레포트를 작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103에서 상기 PCSIa(90c)에서는 INS(78)를 통하여 제 2가입자측 ASS-W(72b)의 PCCb(92
d)에 PCS서비스를 요구하고 인증레포트를 작성하게 되는 한편, 단계 104에서 PSSCb(92e)에 제 2가입자의 
홀딩처리를 행하게 된다.

이어서, 단계 105로 진행하여 PSSCa(90e)에서는 CSLa(90f)에 제 2가입자측과의 통화경로 절단을 요구하게 
되고,  단계 106에서 PSSCb(92e)에서는 CSLb(92f)로  제 1가입자와의 통화경로가 절단되도록 하고,  단계 
107로 진행하여 CSLb(92f)에 홀딩톤의 연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  단계  108에서  상기  PSSCa(90e)에서는  호출상태지시정보를  통해서  3인통화를  확인한  이후에 
PMULC(96a)에 PCS 3인통화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바, 단계 109에서 상기 PMULC(96a)에서는 PSSCb(92e)로 
3인통화 서비스를 통보하게 되고, GSC(96f)로 CMX의 연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단계 110에서 PMULC(96a)는 GSC(96f)에 CMX의 연결을 요구하게 되고, 상기 GSC(96f)에서는 
GSI(96g)에 CMX디바이스의 할당을 요구하여 그 CMX디바이스의 할당을 보고받은 이후에, 단계 111로 진행
하여 SNC(96d)에 글로벌서비스 채널의 연결을 요구하게 되는 한편, 그 SNC(96d)에서는 SSW(96e)에 글로벌
스위치의  연결을  요구하게  되면서  GSC(96f)에  글로벌스위치의  연결이  통보되고,  상기  GSC(96f)는 
TLSI(96c)에 글로벌 서비스용의 타임스위치에 대한 연결을 요구하여 스위치의 연결을 통보받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112로 진행하여 상기 GSC(96f)는 PMULC(96a)에 CMX의 연결을 통보하게 되고, 단계 113에
서 상기 PMULC(96a)는 CSLa(90f)에 스위치정보의 변경을 요구함과 더불어, PSSCb(92e)에도 스위치정보의 
변경을 요구하여 CSLb(92f)가 스위치정보를 변경하도록 한다.

이  때,  단계  114에서  상기  PMULC(96a)는  상기  CSLa(90f)에  착신할  호에  대한  번호번역을  요구하여 
NTR(96b)로 번호번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의해, 그 NTR(96b)로부터 PCS호출 레포트가 작성되어 송출
되도록 하게 되고, 단계 115로 진행하여 HLR에 이동가입자에 대한 호위치정보를 요구하고서 PCS자국호를 
통보받게 된다.

이어서, 단계 116에서 상기 PMULC(96a)는 제 3가입자 단말기(10c)의 제 3가입자측과의 호출절차 수행을 
위해 PCCc(94d)로 호출요구를 하게 되고, PCSIc(94c)와 SCCPc(94b) 및 BSCc(94a)의 호처리동작을 거쳐서 
호출응답을 받게 되고, PCCc(94d)로부터 착신 가입자의 점유를 통보받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117에서 상기 PMULC(96a)는 GSC(96f)에 CMX디바이스의 추가요구를 행하여 GSI(96g)와의 
제어절차를 통해서 CMX디바이스의 추가를 통보받게 되는 바, TLSI(96c)에서는 상기 GSC(96f)에 타임스위
치의 글로벌서비스의 추가를 요구하여 그 글로벌서비스의 추가를 통보받게 되는 한편, PCCc(94d)에 CMX 
채널을 통보하게 된다.

한편,  단계  118로  진행하여  상기  PCCc(94d)에서는  CSLc(94f)에  CMX서비스  채널의  저장을  통보하고, 
PCSIc(94c)와 SCCPc(94b) 및 BSCc(94a)의 처리에 의해 호 설정요구메시지를 발생하여 호 확인메시지를 발
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119로 진행하여 PCCc(94d)에서는 SCCPc(94b)와 PCSIc(94c)를 거쳐서 상기 PMULC(96a)에 
착신을 통보하게 되고, 착신 가입자를 통보하게 됨에 따라, 단계 120에서 PCCc(94d)는 상기 PMULC(96a)에 
착신가입자의 응답을 통보하게 된다.

그 결과로, 단계 121로 진행하여 제 1가입자단말기(10a)에 의한 제 1가입자와 제 3가입자단말기(10c)에 
의한 제 3가입자간의 통화가 수행된다.

그 상태에서, 단계 122로 진행하여 제 1가입자에 따른 제 1가입자단말기(10a)측으로부터 특수키가 눌려지
게 되면서 3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단계 123으로 진행하여 BSCa(90a)에서는 PCSIa(90c)를 거쳐
서 상기 PMULC(96a)에 후크 플래쉬를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단계 124에서 상기 PMULC(96a)는 PSSCb(92e)에 홀딩톤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상기 PSSCb(92
e)는 CSLb(92f)에 3인 통화를 위한 통화경로의 연결을 요구하여 통화로가 연결됨에 의해 제 1과 제 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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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가입자에 대한 3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에서 3인 통화중에 마스터 가입자(즉, 제 1가입자)가 후크-온
한 경우의 설정절차에 대해 도 5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단계  200에서  BSCa(90a)에서는  PCSIa(90c)로  발신가입자의  릴리스를  통보하게  되면서,  그 
PCSIa(90c)에 의해 PMULC(96a)로 해제를 통보하게 되어 PSSCb(92e)에 발신 가입자의 해제를 통보하게 된
다.

그에  따라,  단계  201로  진행하여  상기  PMULC(96a)는  GSC(96f)에  CMX의  해제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GSI(96g)에 CMX디바이스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단계 202에서 GSC(96f)는 TLSI(96c)로 글로벌서비스용 
타임스위치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SSW(96e)에 스위치의 해제를 요구함과 더불어, 스위치의 해제를 통
보받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203으로 진행하여 상기 PMULC(96a)에서 PCSIa(90c)로 해제 메시지를 송출하게 되고, 단
계 204로 진행하여 발신 가입자의 아이들 상태를 등록하게 되는 바, 착신 가입자 측에서는 아이들상태를 
통보하게 된다.

이어,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에서 3자 통화중 후크 플래쉬 수신시의 설정동작에 대해 도 6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단계 300에서 BSCa(90a)에서는 후크 플래쉬를 수신하여 PCSIa(90c)에 보고함에 따라 PMULC(96a)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단계 301로 진행하여 상기 PMULC(96a)는 그 후크 플래쉬를 수신받고서 PSSCc(94e)에 
가입자의 릴리스를 요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제 3가입자측이 해제되면서 상기 PSSCc(94e)로부터 메시지 
아이들상태를 요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302로  진행하여  상기  PMULC(96a)에서는  GSC(96f)에  CMX릴리스를  요구하게  되고,  그 
GSC(96f)에서는 SSW(96e)에 스위치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TLSI(96c)에 타임스위치의 해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어서,  단계  303에서  상기  GSC(96f)는  PSSCb(92e)측에  홀딩톤의  연결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상기 
PSSCb(92e)에서는 CSLb(92f)에 통화해제와 더불어 홀딩톤의 연결을 요구하게 된다.

다음에,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에서 디지트 수신시의 호 설정동작에 대해 도 7의 플로우차트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단계 400에서 BSCa(90a)에서는 디지트를 수신받아 PCSIa(90c)에 디지트정보를 보고함에 따라 그 디
지트정보가 PMULC(96a)에 보고되고, 상기 PMULC(96a)는 CSLa(90f)를 통해 NTR(96b)에서 번호번역을 요구
하게 된다.

그에 따라, 단계 401로 진행하여 상기 PMULC(96a)는 NTR(96b)로부터 PCS호출정보를 통보받고서 HLR에 이
동가입자 착신호를 보고하고, 자국 착신호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단계 402로 진행하여 HLR에 TLDN의 번역을 요구하고, NTR(96b)에 호출을 요구하여 PCS호출을 통보
받게 되는 한편, PCCc(94d)에 호출을 요구하여 BSCc(94a)를 통해 호출이 수행되도록 하고, PCSIc(94c)로
부터 PCCc(94d)로 호출응답이 실행된다.

그 다음에, 단계 403으로 진행하여 PCCc(94d)에서는 상기 PMULC(96a)로 착신 가입자의 점유를 통보하게 
된다.

한편, 단계 404에서 상기 PMULC(96a)는 GSC(96f)에 CMX디바이스 추가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그 GSC(96
f)는 SCI(96g)에 CMX디바이스의 추가를 요구하여 디바이스 추가를 통보받게 되면서 SNC(96d)에 글로벌채
널의 연결을 요구하여 채널의 연결을 통보받게 되는 한편, CMX의 연결을 상기 PMULC(96a)에 통보하게 된
다.

이어서,  단계  405로  진행하여  호  설정요구메시지  및  호  확인메시지를  송출하게  되고,  단계  406에서 
BSCc(94a)에서는 착신을 통보받고서 PCSIc(94c)와 PCCc(94d)를 통해서 상기 PMULC(96a)에 착신 가입자를 
보고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407에서 상기 BSCc(94a)는 착신 가입자가 응답하면 그 응답정보를 상기 PMULC(96a)에 통
보하게 됨에 따라, 단계 408로 진행하여 제 1가입자와 제 3가입자의 통화가 진행된다. 이 때, 제 1가입자
가 후크 플래쉬를 행하게 되면 제 2가입자와도 통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3자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다.

한편, 단계 409에서 후크 플래쉬가 감지되면, 상기 BSCa(90a)에서는 PCSIa(90c)를 통해 상기 PMULC(96a)
에 후트 플래쉬상태를 보고하게 됨에 따라, 그 PMULC(96a)에서 GSC(96f)로 CMX해제를 요구하여 GSI(96g)
로의 CMX디바이스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단계 410에서 LSI(96c)에 타임스위치의 해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어서,  단계  411로  진행하여 제  2가입자측의 PSSCb(92e)로  컨트롤  스위치의 연결을 요구하게 되면서 
CSLb(92f)에 톤의 해제와 스위치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고, SNC(96d)에 스페이스스위치의 연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 단계 412에서 SSW(96e)에서는 상기 SNC(96d)의 제어에 따라 PSSCb(92e)에 스위치의 연결을 보고하
게 되고, 그 PSSCb(92e)에서는 CSLb(92f)에 스위치정보가 저장되도록 한다. 그에 따라, 상기 CSLb(92f)에
서는 상기 PMULC(96a)로 컨트롤 스위치의 연결을 통보하게 되고, 그 PMULC(96a)는 PSSCb(92e)에 홀딩톤이 
해제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단계 413에서 상기 PMULC(96a)는 PSSCb(92e)에 통상적인 상태로의 변경을 요구하여 PCCb(92
d)로 통상 PCS제어를 요구하도록 하고, 통상상태로의 변경이 용인되면 PCCa(90d)에 통상적인 PCS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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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르면, 착신측 가입자와 발신측 가입자간의 2인 통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더라도 또 다른 가입자와의 3인통화가 용이하게 실행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기 다수의 이동가입자단말기가 대응하는 다수의 기지국제어기를 매개로 접속되어 다수의 ASS-W와 INS 
및 ASS-T를 매개하여 HLR이 접속된 개인통신교환기를 구비한 개인통신교환시스템에 있어서, 

제 1가입자에 해당되는 발신측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호 설정요구에 따라 제 2가입자에 해당되는 착신측 
가입자 단말기와 통화기능을 수행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제 1가입자에 해당되는 발신측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특수키 조작에 의한 3인통화 서비스의 요구시, 
후크-플래쉬 동작에 따라 제 2가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측을 홀딩 처리함과 아울러 CMX연결을 요구
하여 CMX디바이스를 할당하고, 글로벌스위치의 연결을 통해 스위치정보를 변경시켜서 또 다른 제 3가입자
의 가입자단말기측에 PCS호출을 행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제 3가입자의 가입자단말기로부터의 호출응답이 있게 되면 상기 CMX디바이스의 추가요구에 따라 상
기 제 3가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측의 ASS-W에 호 설정요구메시지를 송출하고 그 호설정요구메시지
에 대한 호 확인메시지를 수신받아 글로벌채널의 연결을 승인하여 상기 제 1가입자와 제 3가입자의 통화
를 수행하고, 상기 제 1가입자로부터 3인통화요구키가 입력되면 상기 제 2가입자의 홀딩톤을 해제하여 상
기 제 1과 제 2 및 제 3가입자에 해당되는 가입자단말기간의 3인 통화가 수행되도록 하는 제 3단계로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통신 교환시스템에서의 3인통화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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