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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 및 교환국과의 채널 할당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 및 교환국과의 채널 할당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고려하
여 채널을 할당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의 요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채널 할당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이 상기 교
환국에 인입되는 호 연결 요구가 있으면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채널 할당 요구가 있으면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상태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검사결과에 따라 상기 교환국으로 채널 할당 거부 또는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교환국이 상기 전송
된 거부 메시지에 따라 상기 교환국이 여타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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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채널 할당에 이용된다.

대표도

색인어
기지국제어기, 교환국, 채널, DSP, TIME SWITCHING.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종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와 채널간의 할당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a, b는 본 발명에 따른 첫 번째 실시예에 의해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도 4a, b는 본 발명에 따른 두 번째 실시예에 의해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도 5a, b는 본 발명에 따른 세 번째 실시예에 의해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교환국(MSC : MOBILE SWITCHING CENTER : 이하 " 교환국" 이라 함)과 기지국
제어기(BSC : BASE STATION CONTROLLER : 이하 기지국제어기" 라 함) 사이의 채널 할당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제어기의 DSP(DIGITAL SIGNAL PROCESSOR : 이하 "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라 함) 에러에 대처하여 채널
을 할당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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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와 채널간의 할당을 나타낸 도면이다.

교환국(20)과 기지국제어기(10)와의 호처리를 위한 규약 V5.2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E1 링크당 3
2개의 64Kbps 채널을 사용하게 된다. 통상 교환국(20)과 기지국제어기(10) 사이에는 3개의 E1 링크가 있다. 상기와
 같은 시스템에서 음성 데이터를 전송한다면 하나의 채널은 TIME 스위치를 통해 하나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거치
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시스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풀(104)과 E1 카드(105, 202) 사이에 TIME 스위치
가 없이 채널과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칩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사용할 경우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에 오류가 발생할 때
가 있다. 그러면 해당 채널에 대해서는 음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교환국(20)이 오류가 있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로 채널을 할당할 경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
다.

부언하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교환기(20)에 구비된 하나의 RPC(203)에 할당된 32개의 채널은 두 개를 한 쌍으
로 하여 기지국제어기(10)에 구비된 하나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와 일대일로 호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
지국제어기(10)에 있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에 에러가 발생되면 해당 채널은 사용할 수가 없어 상기 해당 채널로 할
당된 음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에 에러가 발생되어도 기지국제어기 쪽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교환국 쪽으로 제공하지 않아 할
당된 채널로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은 정보의 제공은 종래 TIME 스위치에서는 전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사이에서 채널을 할당할 때, 기지국제어기에 구비
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채널 할당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사이에서 채널을 할당할 때, V5.2의 규격을 만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채널 할당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사이에서 채널을 할당할 때, V5.2의 규격을 만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대처하여 채널을 할당할 때,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채널 할당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이 상기 교환국에 인입되는 호 연결 요구가 있으면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
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채널 할당 요구가 있으면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상태를 검사하
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검사결과에 따라 상기 교환국으로 채널 할당 거부 또는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교환국이 상기 전송된 거부 메시지에 따라 상기 교환국이 여타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로 채널 할당을 요
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특정(特定) 사
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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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개략적인 블록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 3a, b는 본 발명에 따른 첫 번째 실시예에 의해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도 4a, b는 본 발명에 따른 두 번째 실시예에 의해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도 5a, b는 본 발명에 따른 세 번째 실시예에 의해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3a, 도 3b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첫 번째 실시예의 동작을 하기에 설명한다.

도3a의 300 단계에서 교환국(20)으로 호 인입에 의해 연결 요구가 발생되면 기지국제어기(10)로 채널 할당 요구를 
하게 된다. 이때, 요구는 해당 E1 링크와 해당 채널과 해당 가입자 정보를 실어 기지국제어기로 요구 메시지가 전송된
다. 상기 메시지는 V5.2에서 " MSGTYPE_ig_ALLOCATE_IND" 가 된다.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가 수신되면 기지국제어기(10)는 채널 할당을 요구한 해당 채널을 관리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
서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인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는 기지국제어기(10)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보드의 상태 정보에
 따라 작성된 상태 데이터를 검색함으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풀(104)에서 해당 보드의 해
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정상 상태인지를 검사하게되는 것이다. 상기 동작은 내부 자원 할당 상태를 관리하는 테이
블을 검색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통상 기지국제어기(10)는 4개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보드를 구비하게 되며, 상기 4개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총
칭하여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풀이라 한다. 각각의 보드에는 32개의 채널이 할당되며, 하나의 보드에 16개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구비하게 된다.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정상 동작하면 채널 할당 승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승인 메시지는 " MSGTYPE_gi_ALLOCATE_COMP_REQ" 가 된다.

그러나,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정상 상태가 아니면 해당 채널을 할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부 메시지를 전송
하게 된다. 상기 거부메시지는 " MSGTYPE_gi_ALLOCATE_REJ_REQ" 가 된다. 하기 표에는 거부 메시지 전송에 따
른 원인을 전송하기 위한 V5.2에 정의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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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bReject Cause Type Value Information
1 Unspecified 0x00 No Information Needed
2 Access network fault 0x01 No Information Needed
3 Access network blocked(interanlly) 0x02 No Information Needed
4 Connection already present at the PSTN user port to a different V

5 time slot
0x03 wUserPortID

5 Connection already present at the V5 time slot(s) to a different p
ort or ISDN user poer time slot

0x04 bV5timeSlotNumber

6 Connection already present at the ISDN user port time slot(s) to 
a different V5 time slot(s)

0x05 bISDNTimeSlotNumber

7 User port unavailable (blocked) 0x06 wUserportID
8 De-allocation cannot be completed due to incompatible data conte

nt
0x07 No Information Needed

9 De-allocation cannot be completed due to V5 time slot(s) data inc
ompatibility

0x08 bV5TimeSlotNumber

10 De-allocation cannot be completed due to port data incompatibilit
y

0x09 wUserPortID

11 De-allocation cannot be completed due to user port time slot(s) d
ata incompatibility

0x0a bISDNTimeSlotNumber

12 User port not provisioned 0x0b wUserPortID
13 Invalid V5 time slot(s) identification(s) 0x0c bV5TimeSlotNumber
14 Invalid V5 2 048 kbit/s link identification 0x0d bV5TimeSlotNumber
15 Invalid user port time slot(s) identification(s) 0x0e bISDNTimeSlotNumber
16 V5 time slot(s) being used as physical c-channel(s) 0x0f bV5TimeSlotNumber
17 V5 link unavailable(bloked) 0x010 bE1LinkID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 상기 거부 메시지는 상기 표의 2번에 해당하는 " Access network fault" 를 사용하여 거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표에서 1번은 규격 외의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의 거부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고, 2번은 시스템 오류 또는 과부하 
등의 오류 시의 거부 메시지이며, 3번은 해당 수신측 사용자가 사용 중에 의한 거부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5번은 해
당 E1 링크를 다른 사용자에 의해 사용 중에 따른 거부 메시지이며, 6번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 ISDN이 사용 중일 때의
 거부 메시지를, 7번은 불량 가입자에 따른 거부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하 7번 내지 11번의 내용은 해제 오류에 따
른 거부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12번은 가입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거부 메시지를, 13번은 사용하지 않는 채널 할
당에 따른 거부 메시지를, 14번은 링크 번호 에러에 따른 거부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15번은 ISDN 사용자 번호 오
류에 따른 거부 메시지를, 16번은 해당 채널이 제어 채널임에 의한 거부 메시지를, 17번은 E1 링크 자체 에러에 의한
 거부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310 단계에 의해 기지국제어기(10)로부터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교환국(20)은 새로운 채널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
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기지국제어기(10)는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채널의 상태를 검사한다. 해당 채널이 정상 상태
이면 330 단계에서 교환국(20)으로 채널 할당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도 3b는 도 3a의 흐름에서 교환국(20)에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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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 인입에 의해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340 단계), 해당 채널에 대한 승인 메시지(350)가 수신되면 해
당 채널로 호를 연결한다. 승인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고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360 단계에 의해 여타 다른 채널로의
 채널 할당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수신되는 거부 메시지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에 따른 메시지임은 물론이다
.

도 3에 따른 실시예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호 인입에 의해 채널 할당 요구를 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에 의한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다른 여타 채널의 할당을
 요구함으로써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에 따른 채널 할당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도 1 및 도 4a, 도 4b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두 번째 실시예를 하기에 설명한다.

도4a의 400 단계에서 교환국(20)으로 호 인입에 의해 연결 요구가 발생되면 기지국제어기(10)로 채널 할당 요구를 
하게 된다. 상기 메시지는 상술한 바와 같이 V5.2에서 " MSGTYPE_ig_ALLOCATE_IND" 가 된다.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가 수신되면 기지국제어기(10)는 채널 할당을 요구한 해당 채널을 관리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
서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인지 검사한다.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정상 동작하면 채널 할당 승인 메시지를 전송한다(430 단계). 상기 승인 메시지는 " MS
GTYPE_gi_ALLOCATE_COMP_REQ" 가 된다.

그러나,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정상 상태가 아니면 해당 채널을 할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부 메시지를 전송
하게 된다(410 단계). 상기 거부메시지는 " MSGTYPE_gi_ALLOCATE_REJ_REQ" 가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에서 상기 거부 메시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표의 2번에 해당하는 " Access network fault" 를 사용하여 거부 메
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410 단계에 의해 기지국제어기(10)로부터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교환국(20)은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사용
될 수 없음을 저장하고 새로운 채널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기지국제어기(10)는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채널의 상태를 검사한다. 해당 채널이 정상 상태
이면 430 단계에서 교환국(20)으로 채널 할당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도 4b는 도 4a의 흐름에서 교환국(20)에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즉, 호 인입에 의해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440 단계), 해당 채널에 대한 승인 메시지(450)가 수신되면 해
당 채널로 호를 연결한다. 승인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고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460 단계에 의해 해당 디지털 신호 프
로세서에 대한 채널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에러 정보를 저장한다. 이후 여타 다른 채널로의 채널 할당을 요구하게
 된다(470). 이때 수신되는 거부 메시지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에 따른 메시지임은 물론이다.

도 4에 따른 실시예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호 인입에 의해 채널 할당 요구를 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에 의한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
서에 기 할당된 채널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를 저장한 다음, 다른 여타 채널의 할당을 요구함으로써 디지털 신호 프로
세서의 에러에 따른 채널 할당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도 4에 따른 실시예는 도 3에 따른 실시예와는 달리 에러가 발생
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호 요구에 대하여 동일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호 할당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도 1 및 도5a, 도 5b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세 번째 실시예를 하기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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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a의 500 단계에서 교환국(20)으로 호 인입에 의해 연결 요구가 발생되면 기 저장된 후보 리스트에 의해 기지국제
어기(10)로 채널 할당 요구를 하게 된다. 상기 후보 리스트는 호 인입에 따라 채널을 할당하기 위한 리스트를 말하며 
통상 순환되어 채널을 할당하도록 되어있다. 상기 리스트에는 기지국제어기(10)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오류 정보
를 포함하게 하여 오류 발생 시에 해당 채널로 채널을 할당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는 상술한 바
와 같이 V5.2에서 " MSGTYPE_ig_ALLOCATE_IND" 가 된다.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가 수신되면 기지국제어기(10)는 채널 할당을 요구한 해당 채널을 관리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
서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인지 검사한다.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정상 동작하면 채널 할당 승인 메시지를 전송한다(520 단계). 상기 승인 메시지는 " MS
GTYPE_gi_ALLOCATE_COMP_REQ" 가 된다.

그러나,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정상 상태가 아니면 해당 채널을 할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부 메시지를 전송
하게 된다(510 단계). 상기 거부메시지는 " MSGTYPE_gi_ALLOCATE_REJ_REQ" 가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에서 상기 거부 메시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표의 2번에 해당하는 " Access network fault" 를 사용하여 거부 메
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이후, 기지국제어기(10)는 복구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동한다.

상기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교환국(20)은 수신된 거부 메시지에 따라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에 할당된 채널로 
더 이상 채널 할당을 요구하지 않도록 후보 리스트를 갱신한다. 그리고 교환국(20)은 갱신된 후보 리스트에 의해 새로
운 채널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 기지국제어기(10)는 500 단계로 돌아가 상술한 동작을 반복
하게 된다.

복구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의 동작은 도 5b를 참조하여 하기에 설명한다.

에러 발생에 따라 기지국제어기(10)는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가 복구되었는지 검사한다. 복구가 되었으면 560 단
계로 진행하여 복구 메시지를 교환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복구 메시지에는 복구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상기 복구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국(20)은 복구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후보 리스트를 갱신하고 이후 호
 인입에 따른 채널 할당 요구 메시지 전송에 참조하게 된다.

상술한 예에서 호 할당에 의해 거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오류를 교환국(20)으로 알려주었
으나, 기지국제어기(10)의 검사에 의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오류가 발생될 시에 즉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오류
를 알려줄 수도 있다.

도 5에 따른 실시예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제어기(10)가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따른 에러 발생 또는 복구 정보를 교환국(20)으로 전송하고
, 교환국(20)이 전송된 정보에 따라 후보 리스트를 갱신하고 인입되는 호 연결 요구가 있으면 후보 리스트에 의해 기지
국제어기(10)로 채널 할당을 요구한다. 따라서, 도 3 및 도 4의 실시예와는 달리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오류에 실시
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술할 첫 번째 및 두 번째 실시예는 기존의 V5.2의 규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도 5에 따른 실시예는 별도의 메시지 송수신을 위한 메시지 설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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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채널 할당 요구에 따라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를 교환국으로 알려주어 다른 채
널을 할당함으로써,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사이에서 채널을 할당할 때, 기지국제어기에 구비된 디
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대처할 수 있고,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사이에서 채널을 할당할
 때, V5.2의 규격을 만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
국제어기와 교환국 사이에서 채널을 할당할 때, V5.2의 규격을 만족한 상태에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대처하여 채널을 할당할 때,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채널 할당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이 상기 교환국에 인입되는 호 연결 요구가 있으면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채널 할당 요구가 있으면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상태를 검사하는 과
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검사결과에 따라 상기 교환국으로 채널 할당 거부 또는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교환국이 상기 전송된 거부 메시지에 따라 상기 교환국이 여타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거부 메시지는,

" ACCESS NETWORK FAULT" 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채널 할당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교환국이 상기 교환국에 인입되는 호 연결 요구가 있으면 후보 리스트에 의해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교환국으로부터 채널 할당 요구가 있으면 해당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상태를 검사하는 과
정과,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검사결과에 따라 상기 교환국으로 채널 할당 거부 또는 승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교환국이 상기 전송된 거부 메시지에 따라 해당 디지털 신호처리 프로세서의 채널을 후보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과
정과,

상기 교환국이 여타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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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거부 메시지는,

" ACCESS NETWORK FAULT" 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제어기와 교환국 간의 채널 할당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의 에러 발생에 따른 에러 발생 또는 복구 정보를 상기 교환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교환국이 상기 전송된 정보에 따라 후보 리스트를 갱신하고 상기 교환국에 인입되는 호 연결 요구가 있으면 상기
 후보 리스트에 의해 상기 기지국제어기로 채널 할당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발생 정보의 전송은,

상기 교환국의 채널 할당 요구에 의해 상기 기지국제어기가 상기 채널 할당 요구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검사하여 
에러가 검출됨에 의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 9 -



공개특허 특2001-0064592

 
도면 1

 - 10 -



공개특허 특2001-0064592

 
도면 2

 - 11 -



공개특허 특2001-0064592

 
도면 3a

 - 12 -



공개특허 특2001-0064592

 
도면 3b

도면 4a

 - 13 -



공개특허 특2001-0064592

 
도면 4b

 - 14 -



공개특허 특2001-0064592

 
도면 5a

 - 15 -



공개특허 특2001-0064592

 
도면 5b

 - 1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a
	도면4b
	도면5a
	도면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