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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이동 호출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a) 상기 호출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확인된 상기 특정 정보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보

를 저장하기 위한 정보 저장기와; (b) 적어도 상기 정보 저장기 및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과 통신적으로 결합된 인터페이

스 유니트를 갖추고; 상기 인터페이스 유니트가 상기 정보 저장기로부터 상기 특정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부터 상기 이동 기구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고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대해 상기 특정 정보를 통신하

게 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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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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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이동 위치 결정 유니트와 ALI 유니트를 포함하는 원격통

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기 방

법이,

(a) 상기 호출자와 관련된 상기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정보 저장기를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정보 저장기 및 상기 ALI 유니트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정보 저장기로부터 상기 부가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상기 ALI 유니트로부터 상기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

답하도록 상기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동작시키는 단계;

(d) 상기 부가 정보를 상기 ALI 유니트에 대해 통신하는 단계 및;

(e) 상기 부가 정보를 상기 ALI 유니트로부터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대해 통신하는 단계를 갖추어 이루어지고;

상기 인터페이스 유니트가 상기 이동 위치 결정 유니트와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부가 정보를 갖는 상기 호출 기구의

장소의 지시를 포함하도록 상기 이동 위치 결정 유니트와 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

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통신 네트워크가 응급 서비스 특정 번호 호출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이

PSA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

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f) 단계 (a),(b),(c),(d) 또는 (e)와 관련한 특별한 주문 없이 받아들이고, 상기 정보 저장기와 통신적으

로 결합된 갱신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제공하며 다수의 통신 환경 중 적어도 하나의 통신 환경을 매개로 상기 일련의 정보

와 관련된 갱신을 수신하기 위해 구성된 단계를 더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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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f) 단계 (a),(b),(c),(d) 또는 (e)와 관련한 특별한 주문 없이 받아들이고, 상기 정보 저장기와 통신적으

로 결합된 갱신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제공하며 다수의 통신 환경 중 적어도 하나의 통신 환경을 매개로 상기 일련의 정보

와 관련된 갱신을 수신하기 위해 구성된 단계를 더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3.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상기 시스템이,

기본 정보를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기본

및 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ALI 유니트와;

호출자와 관련된 상기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ALI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이동 호

출 기구를 확인하는 ALI 질문에 응답하는 상기 ALI에 상기 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정보 저장기를 구비하여 구성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ALI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ALI 질문에 응답하는 상기 이동 호출 기구

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이동 위치 센터를 더 갖추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

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이동 위치 센터와 통신적으로 결합된 장소 결정 유니트를 더 갖추어 구성되고, 장소 결정 유니트가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ALI 질문에 응답하는 이동 호출 기구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위치 센터와 협동하도록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

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장소 결정 유니트가, 통신적으로 서로 결합됨과 더불어 상기 이동 위치 센터에 결합된 다수의 장소 결정

유니트를 갖추어 구성되고, 다수의 각 장소 결정 유니트가 이동 위치 센터와 협동함과 더불어 서로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ALI 질문에 응답하는 이동 호출 기구의 장소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

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정보 저장기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정보 저장기 질문에 응답하는 상

기 이동 호출 기구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이동 위치 센터를 더 갖추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

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

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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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이동 위치 센터와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정보 저장기 질문에 응답하는

이동 호출 기구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이동 위치 센터와 협동하도록 구성된 장소 결정 유니트를 더 갖추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장소 결정 유니트가, 통신적으로 서로 결합됨과 더불어 상기 이동 위치 센터에 결합된 다수의 장소 결정

유니트를 갖추어 이루어지고, 다수의 각 장소 결정 유니트가 이동 위치 센터와 협동함과 더불어 서로 상기 이동 호출 기구

를 확인하는 정보 저장기 질문에 응답하는 이동 호출 기구의 장소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

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정보 저장기와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다수의 통신 시스템을 매개로 상기 일련의 정보와 관련된 갱신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갱신 유니트를 더 갖추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갱신 유니트가 다수의 통신 시스템 중 하나를 매개로 상기 호출자로부터 갱신을 수신하도록 더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

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2.

제23항에 있어서, 특정 번호 서비스국이 PSAP를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

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원격통신 네트워크(telecommunication networks)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 호출 기기(mobile calling

instruments)로부터 특정 번호 서비스국(special number service stations)으로의 호출(calls)을 포함하는 원격통신 네트

워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의 호출의 예는, 셀룰러 폰,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호출 기

기, 또는 다른 무선 또는 다른 이동장치로부터 응급 서비스 호출 시스템의 PSAP(공공안전응답지점;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와 같은 응급 서비스국으로의 호출이다.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E9-1-1 시스템으로 알려진 응급 서비스 호출 시스템이 본 발명의 예로서 채택되어진다.

다른 특정 번호 시스템이 활용되어 본 발명으로부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른 특정 번호 시스템의 예(예이지만 이것

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는 비응급 경찰 또는 화재 호출 시스템, 전화 네트워크 유지 호출 시스템 및 상업적으로 확립된

특정 번호(예컨대, 티켓을 위한 AT&T 무선 전화기의 "다이얼 GOTIX")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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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9-1-1(응급 시스템) 시스템은, 전화회사 단국(end office)(또한 "전화국(central office)" 또는 "클래스 5국

(Class 5 office)"으로 알려진)이 단일 목적지로 모든 9-1-1 호출을 경유시키도록, 특정 9-1-1 소프트웨어를 갖는 프로

그래밍을 제공한다. 단일 목적지는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로 불리워진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전화국

에 의해 취급되는 모든 전화기는 PSAP에 대해 완료된 9-1-1 호출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각 전화기 회사 전화국에 의해 취

급되는 영역은, PSAP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을 결정하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지되지는 않는다. 즉, 지방 화재국 또는 경

찰국은 언더랩(underlap)으로 알려진 조건인 지리학적으로 전화국에 의해 취급되는 영역의 외부 영역을 포함한다. 마찬가

지로, 지방 화재국 또는 경찰국은, 오버랩(overlap)으로 알려진 상황인 전화국에 의해 취급되는 영역 보다 덜 광범위한, 책

임 영역을 에워싼다. 더욱이, 원래의 기본적인 9-1-1 시스템은 호출자의 어떠한 식별을 제공하지 않고; PSAP 사람 오퍼

레이터는 호출이 연결된 후 라인을 거쳐 구두로 이러한 정보를 얻어야만 한다. 기본적인 9-1-1- 시스템의 주요 결점은,

ALEC(Alternate Local Exchange Carriers), 또는 무선 캐리어인, 독립 전화 서비스 회사와 같은 다른 전기통신 공급자에

대해 상호연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9-1-1 시스템의 "기본" 특성은 또한 시스템이 콜백(call back) 능

력을 갖는 ALI(Automatic Location Information) 능력 또는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유사한 단축 번호 시스템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응급 서비스 호출을 처리하기 위해 적절하다. 캐나다에서 확립된 단축

번호 시스템은 미국에서 확립된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외국 시스템이다. 지방 정보 및 서비스 호출(3-1-1)을 처리하는 목

적 및 다른 목적을 위한 미국 및 외국에서 적절한 다른 단축 번호 호출 시스템이 있다. 반응-응답 편의성에 대한 도입되는

호출을 자동적으로 위치시키도록 그 능력의 유사한 결점으로부터 손상되는 지리를 기초로 하는 내용을 갖는 이러한 모든

특정 또는 단축 번호 호출 시스템은 호출자의 위치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된다. 미국의 9-1-1 응급 호출 시스템이 본 발

명의 시스템 및 방법의 실시예로서 이러한 적용의 목적을 위해 채택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ANI(Automatic Number Identification)는 9-1-1 서비스에 대한 특징으로, 이는 호출자 전화번호가 호출에 따라 전달되

어 PSAP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ANI 특징은 때때로 CPN(Calling Party Number)으로 불리워진다. 이

러한 특징은 호출자를 식별하는데 유용하고, 호출자가 통화를 할 수 없으면, 콜백에 대해 유용하다. 비용청구 목적을 위해

먼 거리 호출의 호출자를 식별하는데 원래 이용되는 CAMA(Centralized Automatic Message Accounting)로 알려진 신

호 구조는 PSAP로 ANI 전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채택되었다.

PSAP(ANI 특징)에 대한 호출자의 전화번호의 유용성은 호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아주 잘 제공하도록 빠르게 인도한다.

이는 1980년 이후에 전화번호를 기초로 하는 전화회사에 의해 저장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달성되었다.

PSAP에서의 새로운 장비는 이름 및 주소 정보를 확인하도록 ANI 특징에 의해 제공된 호출자의 번호를 이용하는 ALI

(Automatic Location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ALI 데이터베이스는 PSAP를 제공하는 각

전화회사에 의해 전형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개선되었기는 하지만, 여러 전화회사 전화국이 타운이나 교외에서 서비스하

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무선전화기, 위성전화기 및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이용하는 이동 호출자의

볼륨이 커짐에 따라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위치 정보가 항상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출의 원래 위치

와 관련된 정보는 단지 호출이 전선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곳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 호출자의 지리학적 위

치를 식별하도록 지시가 존재하게 되지는 않는다.

PSAP를 서비스하는 다중 전화국의 상황이 더욱 자주 야기됨에 따라, 여러 전화국로부터 PSAP로 통신 트렁크를 구축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 결과 9-1-1 탠덤(Tandem)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장비에 따라, 전화국로부터

의 트렁크(trunks)가 주어진 PSAP를 서비스하는 단일 트렁크 그룹으로부터 탠덤(tandem) 국(9-1-1 Tandem)으로 집중

된다. 종종 9-1-1 탠덤은 9-1-1 동작을 위해 그 구성에 대해 부가된 소프트웨어를 갖는, 다른 통상적인 클래스 5 전화 시

스템 단국(EO)을 갖는다. 트렁크의 이러한 집중은 PSAP 장비의 크기 및 비용을 줄이게 된다. 탠덤은 중간 집중 및 스위칭

지점을 제공하는 전화회사 스위치이다. 탠덤은 인트라(intra)-LATA(Local Access and Transport Area)와, LEC(local

exchange carriers)에 대한 억세스 및, 먼 거리 캐리어 및 전화 오퍼레이터에 대한 억세스를 포함하는 많은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

9-1-1 서비스의 중요한 개발은 Enhanced(인헨스드) 9-1-1(E9-1-1)의 도입이다. E9-1-1의 몇몇 특징은 선택적 라우

팅(Selective Routing), ANI, ALI, 선택적 전송(Selective Transfer) 및 고정적 전송(Fixed Transfer)을 포함한다. 선택

적 전송은 ALI 디스플레이 상에 리스트된 호출자의 위치를 위한 적절한 경찰서와 소방서 및 EMS(Emergency Medical

Service) 기관에 대한 1-버튼 전송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 고정적 전송은 스피드 다이얼링과 유사하다. E9-1-1 서비스는

또한 투약에 대한 알레르기, 애완동물의 존재, 저택의 유아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는 응급 서비스 요원에 대해 응

답하는데 유용한 유사 정보와 같은 예비 추가 데이터나 호출 가입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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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라우팅은 9-1-1 호출이 호출자의 거리 주소를 기초로 하는 특정 PSAP에 전달됨으로써 처리된다. 선택적 라우팅

탠덤은 어느 PSAP가 연결되는가와 관련된 결정을 실행하도록 ALI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주소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다. 응급 서비스(경찰서, 소방서 및 EMS)의 조회(recall)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해서 전형적으로 전달된다. 종종 하나

의 경찰서가 있게 되지만(예컨대, 지방자치, 교외 또는 주), 여러 소방서나 EMS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 타운은 각 기관에

의해 서비스되는 응답영역으로 분할되게 된다. 응답영역은 오버레이되고, 경찰서, 소방서 및 EMS 기관의 하나의 특정 조

합에 의해 서비스되는 지리적 영역으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영역은 ESZ(Emergency Service Zones)로서 언급된다. 각

ESZ는 응답자의 각 형태에 의해 제공되는 거리 주소를 포함한다. ESZ는 ESN(Emergency Service Number)로 알려진 식

별번호(통상적으로 3∼5디지트)를 각각 할당받는다.

ESZ의 할당(Assignment)과 대응하는 ESN은 선택적 라우팅 테이블의 편집을 가능하게 한다. 거리 주소는 MSAG(Master

Street Address Guide), ESZ(Emergency Service Zones)를 정의하는 관련 커뮤니티 내의 거리명과 집 범위의 데이터베

이스 및, 그들의 관련 ESN(Emergency Service Numbers)로부터 추출된다. 이러한 MSAG는 9-1-1 탠덤(Tandem)에

의한 9-1-1 호출의 적절한 라우팅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E9-1-1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선택적 라우팅(Selective

Routing)이다. 따라서, 전화회사는 선택적 라우팅 목적을 위한 적절한 ESN이 할당된 MSAG 유효 주소를 가져야만 하고,

정보는 E9-1-1 ALI 데이터베이스에 부가되어야만 한다. 이는 선택적 라우팅 탠덤의 선택적 라우팅 능력이 올바른 PSAP

에 E9-1-1을 적절히 라우트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한다. 만약 정보가 ALI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효하

지 않다면, 레코드는 수동 처리를 위한 에러파일로 배치된다.

ALI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는 9-1-1 탠덤에 이용하기 위한 SRDB(Selective Routing Data Base)에 로드될 수 있다. SRDB

는 부가 프로세서의 탠덤에 위치하거나, ALI 데이터베이스에 위치할 수 있다.

신뢰성은 9-1-1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은

각 전화국로부터 각 9-1-1 탠덤으로 다양하게 라우트된 트렁크 그룹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각 트렁크 그룹은

각 전화국를 위한 전체 9-1-1 트래픽 로드를 운반하기에 충분히 크다. 그러나, 몇몇 시스템은 PSAP의 오버로딩을 피하기

위해 탠덤에 대한 도입 호출을 "초크(choke)" 또는 "정체 관리(congestion manage)"하도록 트렁크 그룹의 전체 트래픽 능

력 보다 작게 설계된다. 몇몇 구성에 있어서, 병렬 9-1-1 탠덤이 제공되어, 전화국은 9-1-1 탠덤 중 하나가 실패하면 방

해 없이 (50% 호출 처리 능력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위해 가능한 9-1-1 탠덤 준비를 갖는다. 통상적으로 디지탈

크로스오버 스위치를 이용하는 다른 9-1-1 탠덤으로의 스위치드 바이패스는 9-1-1 시스템에서 신뢰성을 제공하는 다른

접근이다.

9-1-1 시스템을 위한 중복(redundancy) 및 내성(robustness)을 제공하는 다른 접근은 INB(Instant Network Backup)의

채택이다. INB를 이용해서, 호출이 어떠한 이유에 대해 9-1-1 네트워크에 대해 완료되지 않으면, INB는 미리 지정된 7-

또는 10- 디지트로 호출을 인계받아 완료시킨다. 이러한 다른 INB 경로를 이용하는 것은 ANI 및 ALI 정보가 전달되지 않

지만, 호출은 통상적으로 로칼 PSAP인 공공 안전 기관(local public safety agency)에 대해 완료된다.

오퍼레이터가 처리하는 호출과 9-1-1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근된다. 하나의 시스템은 오퍼레

이터 탠덤(Operator Randem)과 9-1-1 탠덤(Tandem) 사이에서 직접 연결을 제공한다. 오퍼레이터는 호출자의 ANI를

갖는 호출을 9-1-1 탠덤으로 향하게 한다. 9-1-1 탠덤은 호출자가 호출을 다이얼한 것과 같이 호출을 처리한다. 원하는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번째 방법은 의사 번호(pseudo numbers)를 이용하는 것에 의한다. 의사 번호는 다이얼 되

었을때 9-1-1 호출과 같이 특정 PSAP에 도달하게 되는 번호이다. 의사 번호는 그와 관련된 몇몇 특정 ALI 정보를 갖는

바; 예컨대 주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의사 번호일 수 있다. 의사 번호의 다이얼링은 통상적으로 LATA(Local

Access and Transport Area) 외부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PSAP로 9-1-1을 발생시키게 된다. ALI 디스플레

이는 해당 마을의 알려지지 않은 주소로부터 제3자 상담 호출인 것을 나타내게 된다. 호출자는 식별되지 않지만, 호출은

호출자가 믿거나 청구되어지는 곳의 PSAP로 가게 된다. 의사 번호는 교외의 어느 곳에 위치한 ALEC(Alternate Local

Exchange Carrier) 또는 CLEC(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 오퍼레이터를 위해 유용하다.

9-1-1 시스템을 갖는 호출을 처리하는 오퍼레이터를 위한 인테페이스에 효과적인 세번째 방법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 Network)을 통해서 PSAP를 위한 디렉토리 번호를 다이얼링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ALEC 및

CLEC 오퍼레이터에 의한 "비밀 문(back door)"으로 칭해진다.

무선통신과 또 다른 이동 전화기 능력(예컨대, VoIP 전화기)의 출현은 원격통신 시스템의 호출자 위치의 확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9-1-1 시스템과 관련하여 설명한 "패치워크(patchwork)" 솔루션은 중요하게 다른 특정 또는 단축

번호 시스템에 반영된다. "패치워크" 솔루션은 모든 형태의 호출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는 용이하게 지리학적 정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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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는 능력-제한 전기통신 시스템을 생성한다. 이러한 능력 제한은 이동 전화기 기기로 만들어지는 호출과 관련하

여 특히 절실하다. 시스템은 적절한 PSAP와 같은 적절한 수신기에 대해 적절하게 호출을 경유시키도록 사람의 개입에 과

도하게 의존한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및 무선 통신 기구와 같은 새로운 통신 모드는 무선전화기, 무선

PC(Personal Computer), 무선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장치 및 다른 모바일 기기를 포함하고, 더욱이 현재의

원격통신 라우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리적 기점과 관련하는 확인할 수 없는 원격통신 트래픽으로 분배한다.

유사한 제한이 다른 단축 번호, 또는 다른 특정 번호, 반대의 제한을 초래하는 위치를 기초로 하는 호출을 처리하는 전화

시스템에서 야기될 수도 있다. 다른 이러한 단축 번호 시스템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의 응급 호출 시스템과, 전화 유

지보수 서비스를 위한 단축 번호 호출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한 단축 번호 호출 시스템 및, 유사한 시

스템을 포함한다.

모바일 호출 기기로부터 호출 기점과 관련한 특정 번호 서비스국(예컨대, 응급 서비스 호출 시스템의 PSAP)에 대한 부가

정보의 제공은 특히 어렵다. 예컨대, 호출 기기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능력을 갖출때 가능해지는 것과 같은

호출의 기점의 위치와 관련한 정확한 위치 정보에서 조차도 호출자와 관련한 부가 정보의 유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가 정보는 투약에 대한 알레르기와 같은 호출자의 의료 요구, 또는 응급의 경우 특정된 사람을 알리는 요청, 또는

응급 요원에게 응답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호출자에 대해 특이한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예로서 들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ANC(Automatic Collision Notification;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은 ONSTARTM로 언급됨) 시스템과 같은 다른 무선

시스템은 유아나 사고가 난 자동차 내에 있는 환자인 응급 환자와 관련한 경보에 대해 그를 유용하게 찾을 수 있다. 모바일

기구-기점화 호출을 위한 대응 서비스국(예컨대, PSAP)에 이러한 부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현재

로는 없다. 모바일 기구-기점화 호출은 단방향이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이동전화장치, 무선 PC, 무선 PDA, 페이저장치

및 다른 무선통신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VoIP 전화기와 같은 특정 고정 위치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호출 장비에 대해 유용하다.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한 특정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상기 시스템이, 기본 정보를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기본 및 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ALI 유니트와; 호출자와 관련된 상기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ALI에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이동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ALI 질문에 응답하는 상기 ALI에 상기 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정보 저장기를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이동 위치 결정 유니트와 ALI 유니트를

포함하는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기 방법이, (a) 상기 호출자와 관련된 상기 부가 정보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정보 저장기를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정보 저장기 및 상기 ALI 유니트에 통신적으로 결합된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정보 저장기로부터 상기 부가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상기 ALI 유니트로부터 상기 호출 기구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

하도록 상기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동작시키는 단계; (d) 상기 부가 정보를 상기 ALI 유니트에 대해 통신하는 단계 및; (e)

상기 부가 정보를 상기 ALI 유니트로부터 상기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대해 통신하는 단계를 갖추어 이루어지고; 상기 인터

페이스 유니트가 상기 이동 위치 결정 유니트와 통신적으로 결합되고 상기 부가 정보를 갖는 상기 호출 기구의 장소의 지

시를 포함하도록 상기 이동 위치 결정 유니트와 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

된 특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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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실시예를 설명하는 간단한 구조도이다. 도 1에 있어서, 원격통신 구성(10)은 호출자와 호

출된 가입자 사이에서 원격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12)를 포함한다. 이동 호출 기기(14)는 송수신 타워(16)와 무선

으로 연결된다. 이동 호출 기기(14)는 셀룰러 폰으로서 도 1에 나타나 있지만, 예로 들지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단방향 또

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무선 PC, 무선 PDA, 페이저장치 및 다른 무선 통신이 가능한 장치와 같은 다른 여러 이동 호출

기기 및, VoIP 전화기와 같은 특정 고정 위치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호출 장비로 될 수도 있다.

송수신 타워(16)는 이동 스위칭 센터(18)와 연결되어 있다. 이동 스위칭 센터(18)는 특정 번호 호출(예컨대, 응급 서비스

E9-1-1 호출)로서의 이동 호출 기기(14)로부터 수신된 호출을 인식하고, 네트워크(12)를 매개로 원격통신 스위치(20)로

특정 번호를 반송한다. 네트워크(12)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또는 다른 네트워크의 예로 될 수

있고, 인터넷과 같은 개인 네트워크 또는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이동 호출 기기(14)는 송수신 타워

(16)나 이동 스위칭 센터(18)를 포함하는 것 없이 IP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스위치(20)는 특히 특정

번호 호출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화된 스위치 구성일 수 있다. 이러한 스위치의 예가 미국에서 E9-1-1 응급 서비스 호출을

처리하기 위한 9-1-1 탠덤(Tandem)이다. 이는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의 실시예로서 개시되어 채택된 이러한 응급 호

출 서비스이다. 그러나, 다른 특정 번호 호출이 본 발명의 요지 내에서 고려된다.

스위치(20)는 네트워크(12)를 매개로 이동 호출 기기(14)로부터 수신된 호출을 하나 이상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

(22,24,26)과 연결한다. 특정 번호 서비스국(22,24,26)은 도 1에 도시된 응급 서비스 E9-1-1 원격통신 구성(10)의 예에

서 PSAP(PASP1,PSAP2,PSAPn)의 예이다. 이동 스위칭 센터(18)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이동 위치 센터(30)와 연결된다.

이동 위치 센터(30)는 적어도 하나의 장소/위치 결정 유니트(32; location/position determining unit)와 연결된다. 이동

스위칭 센터(18)에 의한 이동 호출 기기(14)로부터 수신된 호출 정보의 부분은 바람직하게는, 예로 들지만 제한되지 않는,

GPS 정보나 이동 호출 기기(14)의 위치와 관련된 다른 위치 지시 정보를 채택할 수 있는 위치 지시 정보를 포함한다. 이동

위치 센서(30)와 장소/위치 결정 유니트(32)는 이동 호출 기기(14)의 위치(locus)의 지시를 이동 스위칭 센터(18)에 제공

하도록 이동 스위칭 센터(18)로부터 수신된 위치 지시 정보를 채택하기 위해 협동한다. 위치(locus)는 위도-경도 포맷이나

다른 포맷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위치 지시 정보는, 현존하는 호출(extant call)을 라우트(route)하도록 스위치(20)를

결정함에 있어 네트워크(12)를 부가하기 위해 네트워크(12)를 가로지르는 호출을 수반하는 호출 정보(예컨대, 호출 셋-업

또는 호출 경로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위치 지시 정보는 어느 특정 번호 서비스국(22,24,26)이 현존하는 호출을 수

신하는가를 선택하도록 스위치(20)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현존하는 호출에 의해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특정 번호 서비스국(22,24,26)(예컨대, PSAP1,PSAP2,PSAPn)에 대해 현존하는 호출을 라우트(route)하는 것은 중요하

다. 도 1에 도시된 예로 들은 호출 시스템에 있어서, PSAP1은 이동 호출 기기(14)의 위치를 기초로 이동 호출 기기(14)에

의해 위치된 현존하는 호출의 적절한 수용이다.

PSAP1은 ALI(Automatic Location Information) 유니트(40)와 결합되고, 이동 호출 기기(14)의 위치와 관련된 어느 호출

자와 관련하는 위치 및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ALI 유니트(40)와 통신한다. E9-1-1 호출을 포함하는 지상통신선 호

출 시나리오의 ALI 유니트는 전형적으로 호출 기구의 위치의 주소와 관련된 저장된 정보와 호출 기구의 위치와 관련된 다

른 부가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상 통신선 E9-1-1 시스템의 부가 정보는 호출 기구 위치에 거주함으로써 겪는 알레르

기와 같은 일, 호출 기구 위치에 거주하는 애완동물 또는 유아 또는 병약자, 또는 응급 서비스 요원에게 응답하는데 유용하

게 되는 다른 상세들과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이전까지는 이동 호출 시스템에 대해 불가능하였던 PSAP와 같

은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응답하는 부가 정보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만족시킨다.

부가정보 저장장치(50)는 ALI 유니트(40)와 결합된다. 부가정보 저장장치(50)는 개인 호출자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정보가 저장된 부가정보 저장기(52)를 포함한다. 부가 정보 저장기(52)는 인터페이스 유니트(54)와 결합된다. 인터페

이스 유니트(54)는 바람직하게는 ALI 유니트(40)와 결합되고, ALI 유니트(40)로 PSAP1에 의해 주장된 질문에 응답하거

나 현존하는 질문에서 확인된 호출자를 위한 부가 정보 저장기(52)에 저장된 부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ALI 유니트(40)에

의해 릴레이된다. 호출자의 확인은 전화번호 정보 또는 호출 경로 정보 또는 이러한 식별 정보의 조합의 이용에 영향을 미

친다. ALI 유니트(40)는 이동 위치 센터(30)와 결합되어, PSAP1에 대해 ALI 유니트(40)에 의해 제공된 응답이 원한다면

이동 호출 기기(14)와 관련되는 위치 지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인터페이스 유니트(54)는 이동 위치 센터(30)와

결합될 수 있어, 원한다면 ALI 유니트(40)에 대해 제공된 응답이 이동 호출 기기(14)와 관련된 위치 지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유니트(54)와 이동 위치 센터(30) 사이의 이러한 연결의 상호 특성은 인터페이스 유니트(54)와 이동 위

치 센터(30)를 결합하는 파선(58)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다른 방법은 ALI 유니트(40)와의 연결을 포함하는 것 없이 직접

PSAP1(또는 다른 PSAP)와 직접 결합되도록 인터페이스 유니트(54)를 허용한다. 도 1에 도시된 연결 구성이 미국의 응급

서비스 시스템에서 이미 존재하는 PSAP와 ALI 유니트 사이의 연결의 이점을 취하는데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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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저장기(52)에 저장하기 위한 정보는 갱신 인터페이스 유니트(56)를 매개로 부가정보 저장기(52)에 제공된다. 갱

신 인터페이스 유니트(56)를 이용해서, 정보 엔트리와 갱신이 통신 환경의 소정의 다양성을 현재 이용하는 부가정보 저장

기(52)에 대해 제공될수 있다. 따라서, 예로 들지만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정보 소유자(62,64,66)는 인터넷(60)과 같은

IP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갱신 인터페이스 유니트(56)를 매개로, 웹사이트로 정보를 입력하는 PC 또는 이-메일(도 1에는

상세히 도시되지 않았음)을 매개로, PDA(65)와 같은 무선 억세스장치나 VoIP 전화기(67)를 이용해서, 부가정보 저장기

(52)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한편, 정보 소유자(62,64,66)는 전화기(72)나 팩시밀리 장치(74)를 이용해서 PSTN(70;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과 같은 원격통신 네트워크를 매개로 갱신 인터페이스 유니트(56)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그 외 통신 발생지(78)가 또한 미국 우편 또는 다른 통신수단을 매개하는 것과 같은 부가정보 저장기(52)에 저

장 및 갱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채택될 수 있다. 원한다면, 콜센터(71)가 갱신 인터페이스 유니트(56)에 위치된 호출

을 이용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콜센터(71)를 제공하는 다른 특성이 점선을 이용해서 콜센터(71)를 묘사하는 것에 의해 도

1에 나타내어진다.

부가정보 저장장치(50)는 바람직하게는 전국적인 PSAP1와 같은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의해 억세스 될 수 있는 중앙에 위

치한 수단이다. 한편, 부가정보 저장장치(50)는, 유효범위 영역(coverage area)에서 호출자 로밍(roaming)을 위한 셀룰러

원격통신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 VLR(Visitors' Location Resister)에서의 방문 호출자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구성과 유사

한, 가정 저장 수단으로부터 갱신된 분배된 저장 수단의 예로 될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도 2에 있어서, 이동 호출 기기로부터 원격통신 네트워크의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호출을 위치시키는 호출자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100)이 시작(102)에서 개시

된다. 방법(100)은 블록(104)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일련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정보 저장을 제공하는 단계에 따라 계

속된다. 일련의 정보는 호출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식별된 특정 정보를 포함한다. 방법(100)은 블록(106)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통신적으로 적어도 정보 저장장치 및 특정번호 서비스국과 결합된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제공함에 따라 계속된다. 방

법(100)은 블록(108)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정보 저장장치로부터 특정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특정 번호 서비스국으로

부터의 호출 기구를 식별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동작시키는 단계에 따라 계속된다. 방법(100)

은 블록(110)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특정 번호 서비스국에 특정 정보를 통신함에 따라 계속된다. 이 후, 방법(100)은 종료

(112)된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실시예를 설명하는 간단한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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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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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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