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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크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지국에서 BCH 메시지
내에 페이징 경고 레벨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 요소를 만들어 자신의 셀내에 있는 모든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면, 이 메
시지를 수신하는 무선 단말기는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후 호출음의 크기를 셀에서 제시하는 페이징 경로 레벨에 
따라 제어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극장 또는 콘서트홀에 위치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크기를 제한하여 여러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ALERT LEVEL, CONTROL, PAGING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생성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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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 단말기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을 제한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을 생성하는 절차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제한을 해제하는 제어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이하 CDMA라 칭한다.) 방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브로드캐스팅 채널(Broadcastin
g Channel:이하 BCH라고 함)을 이용하여 해당 셀내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레벨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CDMA 방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점차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의 데이터 전
송이 가능한 IMT-2000 규격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IMT-2000 규격에서는 고품질의 음성, 동화상, 인터넷
 검색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무선 단말기는 대중화되어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장 또는 세미나 장소와 같은 곳에서 종래 무선 단말
기에서 송출되는 호출음은 주위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무선 단말기는 사용자가 경고음의 레벨을 직접 조정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서 별도로 경고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을 감지하면, 해당 무선 단말기의 ID(전화번호등)를 이용하여 현재 어디
에 존재하는지 찾게 되고, 해당 셀(Cell)을 관리하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이후 기지국은 해당 셀에 페이징 메시지(Paging Message)를 전송하게 된다.

한편, 무선 단말기는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페이징되면,(제110단계)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크기와 종류의 호출음을
 발생하게 된다.(제120단계)

    
즉, 종래 무선 단말기는 자신의 페이징 그룹(Paging Group)을 조사하는 중에 자신의 ID를 포함하는 페이징 메시지(P
aging Message)를 찾게 되면, 페이지 매치(Page Match) 절차를 수행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호출음을 송출하거나 그에 대응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여기서, 무선 단말기는 사용자가 진동 모드와 같은 무음 모드로
 설정할 수 있으며, 호출음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페이징(Paging)이 있음을 알릴 수도 있다. 이때 종래 무선 단말기는
 호출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종류와 크기로 호출음을 송출한다.
    

특히 경고음의 경우는 2가지를 사용자가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경고음 종류와 해당 경고음의 발생 수준(Level)이 해당
된다. 이때 페이징(Paging)이 발생하면 기 설정된 경고 음량으로 사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와 같이 종래 무선 단말기는 호출음 송출 모드로 지정된 상태하에 페이징이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
해를 주게 되거나 벌금도 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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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레벨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자신의 셀내에 위치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레벨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BCH 메시지내에 페이징 경고 레벨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 요소를 만들어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무선 단말기가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후 호출음의 크기를 셀에
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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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에서는 제3세대 통신 방식인 W-CDMA/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시스템을
 적용예로써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기지국(200)과 기지국(200)의 셀 반경내에 위치한 무선
 단말기(210)를 도시하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기지국(200)은 기지국내의 ROM/RAM과 같은 기억장치에서 BCH 메시지를 전송하려 하는 셀(Cell
)에 따른 경고음 종류(Alert Class)를 읽어내어 BCH 메시지(Message)에 설정한다. 기지국(200)은 이러한 설정된 
BCH 메시지를 일정한 주기로 셀(Cell)내의 모든 무선 단말기에게 전송한다.

다시 말하자면,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200)은 BCH 메시지내에 셀의 경고음 레벨 유형(Alert Class Type)을 생성한
다. 여기서 BCH 메시지는 기지국(200)의 셀내에 존재하는 모든 무선 단말기에게 전송할 수 있는 메시지 형태로 존재
하여야 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BCH 메시지는 하기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셀 내에서 지원되는 서로 다른 사양을 
정의하는 정보 필드(Field)에 반드시 경고음 레벨(Paging Alert Level)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표 1]

BCH Information Field
현재 사용중인 NW의 ID, 위치 영역 ID, UTRAN 등록 지역 ID 및 셀 ID
Handover와 Cell Selection 위해 후보 셀 측정에 사용될 모든 정보
현재 셀내의 제어채널에 대한 정보
셀내에서 지원되는 서로 다른 사양을 정의하는 정보-Paging Alert Level (Class 0 ~ Class N)
프로토콜 정보

본 발명에 따른 호출음 종류(Paging Alert Class)는 하기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호출음 송출 레벨을
 가진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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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 Class Alert Level 비고
Class 0 0dB 진동/묵음
Class 1 1dB 가장 낮은 음량
:: :: ::
Class N NdB 가장 높은 음량
User Mode No change 사용자 설정

    
한편, 무선 단말기(210)는 BCH 메시지내에서 경고음 종류(Paging Alert Class) 정보를 찾아내게 되면, 우선 사용자
에게 현재 위치하는 셀(Cell)이 경고음 레벨(Alert Level)을 제한하는 지역이란 것을 경고하게 된다. 이러한 경고는 
무선 단말기(210)의 표시장치와 경고음 발생장치를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무선 단말기(210)는 단말기의 아이콘을 
통해 계속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 수 있다. 또한, 무선 단말기(210)는 이러한 경고음 레벨을 제한하는 지역이
라는 것을 경고받았을 때 이를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즉, 무선 단말기(21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 이러
한 기능을 가진 메뉴가 존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호출음 레벨 정보를 가지는 BCH 메시지를 수신한 무선 단말기(210)는 PCH(Paging CHannel) 메시
지를 수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무선 단말기(210)는 단말기 ID (ESN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호출(Page) 정보가 들어 있는 페이
징 그룹(Paging Group)을 계산하고, 해당 페이징 그룹(Paging Group)만을 검사한다. 해당 페이징 그룹(Paging Gro
up)에서 단말기 ID를 발견하면 페이징 여부 확인(Page Match) 절차를 수행하고, 무선 단말기(210)는 이 사실을 사
용자가 설정한 경고 방식으로 알리게 된다. 무선 단말기(210)는 사용자에 의해 진동 모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묵음모
드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설정대로 착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이와 달리, 무선 단말기(210)는 소리로 알리는 모
드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BCH 메시지에서 설정된 레벨(Level)로 호출음을 발생한다. 한편, 무선 단말기(210)는 BCH
 메시지의 경고음 종류(Paging Alert Class)가 사용자 설정 모드(User Mode)인 경우에 송출되는 호출음 레벨 (Ale
rt Level)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후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면 통화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무선 단말기(210)는 경고음 레벨(Paging Alert Level)을 제한하는 영역에서 제한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시 
사용자가 기 설정한 호출음 레벨(Alert Level)로 복귀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 단말기의 구성도로서, 마이크로 콘트롤러 (300)와 메모리(310)와 경고음 발생부(3
20)와 키입력부(330)와 표시부(340)와 RF부(350)와 BBA처리부(360)와 모뎀부(370)로 구성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210)는 적어도 호출음 레벨(Alert Level)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져야 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호출음 레벨을 조정
한다. 또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제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토콜 (Protocol)을 분석하며, 기지국(200)
으로부터 BCH 메시지를 수신하면 마이크로 콘트롤러(300)가 이 메시지를 분석하여 경고음 레벨(Paging Alert Leve
l) 필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BCH 메시지내에 포함된 경고음 레벨(Paging A
lert Level)에 따라 경고음 발생부(320)를 제어하여 호출음의 크기(Alert Tone Level)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메
모리(310)는 도 4 내지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은 제어 흐름에 따른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며, 그에 따른 데이터를 저
장한다. 경고음 발생부(320)는 마이크로 콘트롤러(300)의 제어에 따라 호 착신시 설정된 종류와 레벨로 호출음을 발
생하거나 호출음 제한 지역으로 진입했을 때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경고음을 발생한다. 키입력부(330)는 숫자
키와 다수의 기능키들을 구비하며, 특히 본 발명에 따른 호출음 제한을 거부하기 위한 기능키를 가지거나 소정 키들의
 조합에 의해 호출음 제한을 거부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표시부(340)는 마이크로 콘트롤러(300)의 제어하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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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단말기(210)의 상태에 대응되는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아이콘으로 표시하며, 특히 본 발명에 따른 호출음 제한 지역
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나 호출음 제한 모드로 설정되었음을 알리는 아이콘을 표시한다.
    

    
그리고, 무선 단말기(210)는 기지국(210)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져야 한다.
 RF부(350)는 마이크로 콘트롤러(300)의 제어하에 기지국(200)으로부터 전송되는 RF 신호를 수신한다. BBA(Bas
eBand Analog) 처리부(360)는 마이크로 콘트롤러(300)의 제어하에 RF부(350)로부터 수신된 RF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Baseband signal)로 변환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모뎀부(370)는 마이크로 콘트롤러(3
00)의 제어하에 BBA 처리부(360)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아 복조한다.
    

도 4는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을 제한하기 위한 제어 흐름도이다.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을 제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410단계에서 마이크
로 콘트롤러(300)는 RF부(350)를 통해 BCH 메시지를 수신하면, 제420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BCH 메시지에서 호출
음 레벨 정보를 검색한다. 제43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상기 검색한 호출음 레벨 정보로 현재 위치한 셀
이 호출음 제한 지역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검색한 호출음 레벨 정보로 현재 위치한 셀이 호출음 제한 지역인 것
으로 판단되면, 제44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현재 위치한 셀이 호출음 제한 지역임을 알린다. 상기 호출
음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방법은 현재 위치한 셀이 호출음 제한 지역임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표시부(340)로 출력하
거나 경보음 발생부(320)에서 호출음 제한 지역임을 알리기 위한 경고음을 발생하여 송출한다. 그러면, 무선 단말기(
210)의 사용자는 표시부(340)를 통해 출력되는 메시지 또는 경보음 발생부 (320)를 통해 송출되는 경고음으로서 현
재 호출음 제한 지역에 위치했음을 파악하고, 호출음 제한을 수용하거나 거부한다. 여기서, 수용은 메시지 또는 경고음
을 듣고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내에 거부 기능을 설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BCH 메시지에서 지정된 호출음 레벨로 호
출음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부는 메시지 또는 경고음을 들은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내에 거부 기능을 설
정하여 사용자가 기설정한 호출음 종류와 크기에 따라 호출음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45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내부의 타이머로서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정해진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되면, 제46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호출음 제한 모드로 설정한다. 여
기서, 호출음 제한 모드는 수신된 BCH 메시지에서 호출음 레벨 정보에 따라 지정된 호출음 레벨로 발생 또는 송출하는
 호출음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호출음 제한 모드로 진입하는 경우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표시부
(340)에 호출음 제한 모드의 진입을 아이콘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상기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제47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정해진 시
간내에 호출음 제한 거부가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정해진 시간내에 호출음 제한 거부가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면, 제48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사용자 지정 호출음 모드로 설정한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 호출
음 모드는 착신 호 발생시 사용자가 기설정해둔 호출음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호출음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생성 절차도이다.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무선 단말기에서 본 발명에 따른 호출음 생성 과정을 설명한다. 제51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호 착신에 따라 페이징(paging)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페이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520단계
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호출음 제한 모드로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호출음 제한 모드로 설정된 것
으로 판단되면, 제53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경보음 발생부(320)를 제어하여 상기 수신된 BCH 메시지
에서 지정한 호출음 레벨로 호출음을 송출한다. 이와 달리, 상기 호출음 제한 모드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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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경보음 발생부(320)를 제어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호출음 레벨로 호출음을
 송출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제한을 해제하는 제어 흐름도이다.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무선 단말기에서 본 발명에 따른 호출음 제한을 해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60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현재 호출음 제한 모드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호출음 제한 모드인 것으로 판단되면, 제
61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BCH 메시지를 수신한다. 제62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수신된
 BCH 메시지에서 호출음 레벨 정보를 검색한다. 제63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상기 수신된 BCH 메시지
내의 호출음 레벨 정보로서 호출음 제한 지역을 벗어났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호출음 제한 지역을 벗어난 것으
로 판단되면, 제64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호출음 제한 지역을 벗어났음을 알린다. 여기서, 호출음 제한
 지역을 벗어났음을 알리는 방법은 현재 위치한 셀이 호출음 제한 지역을 벗어났음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표시부(34
0)로 출력하거나 경보음 발생부(320)에서 호출음 제한 지역을 벗어났음을 알리기 위한 경고음을 발생하여 송출한다.
 제650단계에서 마이크로 콘트롤러(300)는 자동으로 사용자 지정 호출음 모드(User Mode)로 복귀한다. 여기서, 사
용자 지정 호출음 모드는 호 착신시 사용자가 기설정한 호출음의 종류와 크기로 호출음을 송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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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공연장 또는 회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의 레벨을 자동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수신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 단말기에서 해당 셀이 호출음
 레벨을 제한하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므로서 사용자가 호출음 레벨 제한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제어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내에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레벨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셀내의 모든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기의 호출음 제어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에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내에 호출음 레벨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 요소를 포함하여 해당 셀내의 모든 무선 단말
기로 전송하면,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한 무선 단말기에서 일정 시간 경과후 자동으로 호출음을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
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호출음 레벨로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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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서 셀에 따라 호출음 레벨 종류를 구분하여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일정 시간내에 상기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로부터 제시된 호출음 레벨 제한을 거부하는 기능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현재 호출음 레벨 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현재 호출음 레벨 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을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호출음 레벨 제한 모드의 진입 여부를 아이콘 형태로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호 착신시 상기 수신된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에 제시된 호출음 레벨에 따라 호출음을 생성함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호출음 레벨 제한 지역의 셀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사용자에 의해 기설정된 호출음 레벨로 복귀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상기 기설정된 호출음 레벨로 복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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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상기 기설정된 호출음 레벨로 복귀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을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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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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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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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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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 12 -



공개특허 특2001-0055775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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