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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 및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요약

  회의 통화가 외부 전화선을 통해 진행 중일 때,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

한 방법 및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먼저, 입중계호에 관한 발신자 식별 정보가 수신된다. 다음으로, 회의 통화에 참가하

는 복수의 핸드셋에는 입중계호가 수신되었다는 것을 통보한다. 회신통화를 통해 입중계전화 호에 응답하는 것이 요구된

다면, 발신자가 전화를 끊도록 요청하는 미리-저장된 메시지가 입중계호의 발신자에게 전송되고, 입중계전화 호가 종료된

다. 다음으로, 입중계호의 발신자는 상기 입중계호에 관해 이미 수신된 발신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되지 않는 외부

전화선을 통해 회신통화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통화에 참가된 복수의 핸드셋들 중 하나의 핸드셋이 입중계호의 발신자

에 연결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중선 가입자 전화 시스템(multiline subscriber telephone system) 및 이러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시스템은 회의 통화(conference call)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부 전화선 상의 입중계호(incoming call)에

대해서, 상기 입중계호에 응답하는 동안 회의 통화를 중단할 필요가 없는 입중계호-대기 기능을 구현한다.

배경기술

  도 1은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에서, 복수의 양방향성 외부 전화선(5)은 가입자 구내 장비(CPE :

customer premises equipment)(30)로 부르는 전화 시스템의 대응하는 단자에 연결된다. CPE(30)는 복수의 핸드셋(20)

에 양방향성으로 또한 연결된다. 이 핸드셋(20)은, 표준 전화선이나, CPE(30)와 핸드셋(20)에 있는 와이어리스 무선 트랜

시버(wireless radio transceiver), 또는 유선 및 무선 링크의 조합을 통해 CPE(30)에 연결될 수 있다.

  일예로, 현재의 다중선 사무 전화 시스템은 최대 4개까지의 외부 전화선을 최대 12개의 대응하는 핸드셋에 링크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핸드셋은 일예로 900 MHz의 비허가된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 주파수(RF) 링크를 통해 동작하는 무선 핸드셋

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출중계호(outgoing call)를 보내기(place)를 원할 때는 핸드셋(20)들 중에 하나를 픽업

(pickup)한다. CPE(30)은 이것을 감지하여 픽업(pickup)된 핸드셋을 외부 전화선(5)들 중 사용되지 않는 선에 연결한다.

사용자는 발신음을 듣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출중계호를 수행한다. 입중계호(incoming call)가 외부 전화선(5) 중 하나에

도달하였을 때, CPE(30)는 핸드셋(20)들 중 하나를 그 전화선에 할당한다.

  핸드셋에 입중계전화 호(incoming phone call)를 할당하는 것에는 많은 공지된 기술이 있다. 일예로, 상기 할당은 각각의

핸드셋(20)이 외부 전화선(5) 중 대응하는 하나의 전화선에 할당되는 영구적인 할당일 수 있으며, 또는 CPE(30)는 입중계

호를 임의의 사용되지 않는 핸드셋(20)으로 간단히 경로지정(route)할 수 있으며, 또는 모든 입중계호가 처음으로 단일 핸

드셋(20)(일예로, 접수원)에 경로지정 될 수 있거나, 또는 모든 핸드셋(20)이 모든 입중계호에 응답하여 울릴 수 있다. 입

중계호를 하나 이상의 핸드셋에 할당하기 위한 임의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입중계전화 호를 수신하도록 할당된 핸드셋

(20)이 울리면, 사용자는 핸드셋(20)을 픽업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입중계호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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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에 기술된 것과 같은 전화 시스템(10)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지된 기술이 존재한다. 일예로, 시스템(10)

은 상기 시스템의 내부 사용자들에게 내부통화 기능(intercom feature)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한 명의 내부 사

용자로 하여금 어떤 외부 전화선(5)도 사용하지 않고 CPE(30)을 통해 다른 사용자를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모두 공지된 방법으로, 수 명의 내부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떤 외부 전화선(5)도 사용하

지 않고 또한 CPE(30)를 통해 그들 상호간에 내부 회의 통화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예는 둘 이상의 핸드셋(20)으로 하여금 단일 외부 전화선(5)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두명 이상의 로컬 사용자가 외

부 전화선(5)의 다른 쪽에 있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 통화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로 하여금 상술된 방식으로 외부 전화선(5)들 중 하나의 선을 통해 출중계호(outgoing call)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후에 사용자로 하여금 모두 공지된 방식으로 다른 내부 사용자들이 그들의 핸드셋(20)을 외부 상대방에 연결된 외부

전화선(5)에 공동으로 연결함으로써 그 전화 통화에 접속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외부 전화선(5)이 연결된 전화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공지된 기능은 "통화 대기(call waiting)" 기능이다. 이러

한 기능은, 입중계호가 상기 가입자의 핸드셋에 연결을 시도 할 때 현재 전화 통화 중인 가입자 핸드셋에 경보 신호를 제공

한다. 경보 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이 핸드셋은 가입자에게 경적(beep)의 형태로 입중계전화 호의 표시를 제공한다. 이러

한 표시에 대한 응답으로, 가입자는 현재의 전화 통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즉, 전화 통화를 "보류" 상태로 함),

입중계전화 호에 응답할 수 있다. 새롭게 수신된 전화 통화가 종료되었을 때, 가입자는 기존 전화 통화에 다시 연결할 수

있다.

  표준 전화가 외부 전화선에 접속되는 일반적인 고객 설비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특정 회로나 장치를 필요로하

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러한 기능이 중앙전화국(central office)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복수의 핸드셋(20)이 복수의

외부 전화선(5)에 연결되는 다중선 가입자 전화 시스템에서, CPE(30)는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핸드셋(20)을 외부 전화선

(5)에 연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중선 전화 시스템은 또한 '통화 대기' 기능과 연

계하여 다른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및/또는 '통화 대기' 기능에 대한 개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있는

CPE(30)는 중앙전화국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회로를 포함할 수 있고, 또 '통화 대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전화 전송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공지된 기능은 "발신자 식별(ID)" 기능이다. 이 기능은 중앙전화국에 의해 구현

된다. '발신자 ID' 기능은 가입자의 핸드셋이 입중계호의 표시를 수신할 때 입중계전화 호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

한다. 입중계전화 호에 관한 정보는 이 호를 개시하는 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는 착신 핸드셋(20)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고, 발신자가 누구인지와 어떠한 동작이 수행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컴퓨터 시스

템에 또한 제공될 수 있는데,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발신 전화 번호에 관련된 기존의 저장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착신

측에 상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두 개의 '발신자 ID' 모드가 존재한다. 모드 Ⅰ '발신자 ID'에서, 착신된 전화는 입중계전화 호를 수신하는데 이용가능할

수 있다(즉, 온-후크). 입중계전화 호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울림과 두 번째 울림 사이에 울림 신호의 일부로서 중앙전화

국으로부터 착신될 핸드셋으로 전송된다. 상술된 것처럼, 착신 핸드셋의 위치에는,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거나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착신 핸드셋 사용자는, 디스플레

이된 정보나 또는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의 정보를 참조하여, 입중계호를 수락하고 핸드셋을 픽업할 것인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모드 Ⅱ '발신자 ID'는 상술된 '통화 대기' 기능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모드 Ⅱ '발신자 ID'에 있어서, 착신되는 전화

는 전화 통화 중 일 수 있다(즉, 오프-후크). 발신 전화 번호를 포함하는 입중계호에 관한 정보는 입중계호가 현재 통화 중

인 핸드셋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보 신호와 함께 보내진다. 모드 Ⅰ '발신자 ID'에서와 같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거나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

입자는, 상술된 것처럼 '통화 대기' 경적을 수신하고, 입중계전화 호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상기 정보에 기초하여, 가입

자는 현재의 전화 통화를 중지하고 새로운 입중계호를 수락할 것인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기능들의 한 조합은 회의 통화 및 '통화 대기' 기능이다. 1997년 11월 5일에 공개된 유럽 특허(출원번호

EP 0 805 582)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에 회의 통화를 설정하는 원리를 기술하고, 일예로 1999년 12월 28일에 등록된 미국

특허(제 6,009,158)는 발신자 ID와 관련 전화 서비스 및 기능을 기술한다. 1999년 1월 5일에 등록된 미국 특허(제

5,857,017호)와 1999년 4월 13일에 등록된 미국 특허(제 5,894,504호)는 통화 대기와 관련 전화 서비스 및 기능을 기술

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둘 이상의 로컬 핸드셋(20)은, 입중계호가 외부 전화선을 통해 도달할 때 외부 전화선(5)들 중

하나의 전화선을 통해 외부 상대방과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다. 현재 공지된 시스템에서, CPE 경보 신호(CAS)가 중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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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으로부터 도달할 때, 하나, 수 개, 또는 모든 로컬 핸드셋(20)은 호가 대기 중임을 나타내는 경적을 낸다. 응답으로, 하

나의 핸드셋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해서 현재의 회의 통화를 제어하고 보류상태로 할 수 있다. 제어 핸드셋이 외부 전

화선을 통해 입중계호의 발신자에게 연결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회의 통화를 보류상태로 한다. 로컬 핸드셋들 중 어느

것도 기존의 외부 회의 가입자와 대화를 할 수 없다. 단지 제어 로컬 핸드셋(20)이 새로 도착한 입중계호에 대한 전화 통화

를 완료하였을 때에만, 외부 상대방은 로컬 핸드셋(20)에 다시 연결되고, 회의 통화가 다시 설정된다.

  회의 통화에 참가한 로컬 핸드셋(20)의 사용자에게 새로 도착한 입중계호가 통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로컬 핸

드셋(20)들 중 하나의 제어 로컬 핸드셋의 사용자는 회의 통화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입중계호에 응답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회의 통화가 외부 전화선을 통해 진행 중에 있을 때, 상기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전화선

을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우선, 입중계호에 관련하여 모드 Ⅱ 발신자 ID 정보

가 수신된다. 다음으로, 회의 통화에 참가한 복수의 핸드셋에 입중계호가 수신되었음이 통보된다. 상기 입중계전화 호에

응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발신자가 전화를 끊도록 요청하는 미리-저장된 메시지가 입중계호의 발신자에게 전송된다.

그런 후에 입중계호의 발신자는 상기 입중계호에 관해 이전에 수신된 발신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되지 않는 외부 전

화선을 통해 회신통화(call back)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통화에 참가한 복수의 핸드셋들 중 하나의 핸드셋이 입중계호

의 발신자에게 연결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 가입자 전화 시스템은 복수의 외부 전화선 소스, 복수의 핸드셋, 및 이 외부 전화선 소스와

핸드셋 사이에 연결된 기지 장치(base unit)를 포함한다. 핸드셋들과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전화선을 수반하여 회의 통

화를 설정하는 기지 장치에는 회의 통화 회로가 존재한다. 외부 전화선에 연결된 발신자 식별 회로는 회의 통화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전화 호에 관련된 발신자 식별 정보를 수신한다. 통화 대기 회로는 입중계호가 수신되었다는 통지를 핸드셋에

송신하고, 회신통화를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해 제어 핸드셋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한다. 음성 메시지 회로는 발신자

가 전화를 끊도록 요청하는 미리-저장된 메시지를 입중계호의 발신자에게 전송한다. 회신통화 회로는 발신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선을 통해 입중계호의 발신자에게 회신통화를 보내고, 상기 제어 핸드셋을 상기 회신통화선에 연

결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선 가입자 전화 시스템은 회의 통화를 부당하게 중단시키지 않고, 중앙전화국에 어떤 변경도 요구하

지 않으면서 회의 통화를 전달하는 외부 전화선에 대해서 통화-대기 기능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공지된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가입자 구내 장비에 대한 더 상세한 블록도.

  도 3은 중앙전화국으로부터 가입자 구내 장비까지 전송된 신호의 타이밍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동작을 이해하

는데 유용한 파형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 4 및 5는 본 발명의 동작을 이해하는데 있어 또한 유용한 흐름도.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가입자 구내 장비(30)(customer premises equipment)(또는 기지 장치(base unit))의 더

상세한 블록도이다. 도 2에서, 기지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900 MHz 대역에서 RF 링크를 통해 핸드셋(20)(도 1)에 연결된

다. 당업자라면 핸드셋(20)이 임의의 이용가능한 수단을 통해 기지 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도 2에 기술된 실시예에서, 4개의 양방향성 외부 전화선(5)은 4개의 대응하는 POTS(평범한 기존 전화 서비스 : plain

old telephone service) 인터페이스 ㅎ회로(32)의 대응하는 단자(각각 POTS1, POTS2, POTS3, POTS4)와, 울림 입력

신호 인식 회로(34)의 각 입력 단자에 연결된다. 각각의 개별적인 POTS 인터페이스 회로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및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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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DSP/TI) 회로(36)의 대응하는 단자에 연결된 출력단자와 입력단자를 구비한다. 울림 입력 신호 인식 회로(34)

는 DSP/TI 회로(36)의 대응하는 입력 단자에 연결된 4선 출력 단자를 구비한다. DSP/TI(36)는 RF 회로(38)의 대응하는

단자에 연결된 양방향성 출력 단자를 구비한다. RF 회로(38)는 RF 안테나(35)에 연결된다.

  DSP/TI 회로(36)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시스템 버스(45)를 통해 코드(code) 메

모리(42)와 오디오(audio) 메시지 메모리(44)에 연결된다. 비록 별도의 메모리로서 예시되었지만, 당업자라면 이 메모리

들이 단일 메모리 회로의 서로 다른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DSP/TI(36)에 대해 외부 장치로

서 예시되었지만, 당업자라면 DSP/TI(36)가 내부에 오디오 메시지 메모리(44)와 코드 메모리(42) 모두를 포함할 수 있거

나, 또는 오디오 메시지 메모리(44)와 코드 메모리(42)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DSP/TI는 양

방향성 신호 선을 통해 발신자 ID 처리 회로(39)에 또한 연결된다.

  동작 중에, POTS 인터페이스 회로(32)는 외부 전화 네트워크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또 상기 네트워크로 상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공지된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상기 신호는 외부 전화선을 통해 전송된 여러 다른 비-음성 신호와 오디오 신

호를 포함한다. 또한 울림 입력 신호 인식 회로(34)는 공지된 방식으로, 특히 외부 전화선으로부터 수신된 울림 신호를 인

식하고, 각 외부 전화선상의 울림 신호의 존재에 대한 표시를 DSP/TI(36)에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RF 회로(38)는 핸드셋(20)(도 1)에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고 또 상기 핸드셋으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

기 위해 동작한다. 기술된 실시예에서, RF 회로는 공지된 방식으로 기지 장치(30)와 원격 핸드셋(20) 사이의 간섭 소스를

극복하고 확실한 링크를 유지하기 위해 시분할 다중화 및 주파수 대역 선택의 조합을 이용한다. 기술된 실시예에서는 4개

의 핸드셋(20)이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지된 RF 회로는 12개 이상의 핸드셋(20)을 지원할 수 있다. DSP/TI 회로(36)

는 4개의 외부 전화선(5)을 최대 12개의 핸드셋(20)까지 연결하기 위해 4 ×12 전화 스위치로서 동작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코드 메모리(42)로부터의 명령을 판독하고, 상기 코드 메모리(42)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또

상기 데이터를 코드 메모리(42)에 저장한다. 따라서, 코드 메모리(42)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를 포

함하는 비-휘발성 판독 전용 메모리(ROM)와, 데이터를 위한 판독/기록 메모리(RAM)를 포함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마이

크로프로세서(40)는, 모두 공지된 방식으로 전화 시스템(1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인터페이스 회로와 내부 레

지스터(미도시)로부터 상태 신호를 수신하고 또 상기 인터페이스 회로와 내부 레지스터에 제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입/

출력 회로(미도시)를 포함한다.

  일예로,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회의 통화(conference call)가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지된 방식으로 전화 시스템

(10)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RF 회로(38)와 안테나(35)를 통해, 외부 전화선(5)들 중 어

느 하나의 전화선을 통한 원격 가입자와 수 개의 핸드셋(20)(도 1) 사이에 전화 통화(telephone call)가 설정된다. 일단 전

화 통화가 설정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외부 전화 네트워크(외부 전화선이 연결되는 곳)가 기지 장치(30)에 보내는

여러 경보 신호에 대해서 상기 외부 전화선을 계속해서 감시한다. 하나의 이러한 신호는 모드 Ⅱ '통화 대기' 가입자 경보

신호이다.

  도 3은 중앙전화국과 가입자 구내 장비 사이에 전송된 신호의 '통화 대기' 및 '발신자 ID' 시퀀스의 타이밍을 기술하는 파

형을 나타내고, 도 4 및 도 5는 이러한 신호 시퀀스의 응답으로 본 발명의 동작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흐름도를 나타낸

다. 도 3을 참조하면,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기술된 신호는 상술된 것처럼 회의 통화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외부 전화선으로 제공된 비-음성 신호이다. 파형의 가장 좌측 부분에서는 표준 음성 대화가 이루어진다. 시

간(50)에서, 또는 그 바로 직전에, 외부 전화선에 대한 입중계호(incoming call)가 수신된다. 입중계호의 기지 장치에 경보

를 발하기 위해서 공지된 형태로서 75 ms 내지 85 ms의 존속기간을 갖는 CPE 경보 신호(CAS)가 중앙전화국으로부터 기

지 장치(30)로 전송된다. 즉 CAS는 '통화 대기'신호이다. 이러한 신호는 수신확인 신호(ACK : acknowledgment signal)를

필요로 하고, 또 100ms의 CAS 신호 완료 시간내에 기지 장치로부터 중앙전화국으로 보내진다. 시간(52)에, 기지 장치는

60±5 ms의 존속기간을 갖는 공지된 형태의 수신확인 신호(ACK)를 중앙전화국으로 전송하기 시작한다.

  시간(54)에서는, 수신확인 신호(ACK)의 수신 이후의 500 ms 이내에, 중앙전화국은 공지된 주파수 편이 키 형태

(frequency shift keyed format)로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를 기지 장치에 전송한다. 상기 데이터 버스트는 하나 이상

의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버스트는 입중계호에 관련된 발신자 ID(CID)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 버스트의 존속기간은 메시지에 있는 데이터의 양에 좌우된다. 데이터 버스트 내에 포함된 CID 정보는 추출될 수 있

고, 입중계전화 호에 관한 데이터가 상술된 것처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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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중앙전화국과 기지 장치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전화선을 통한 전화 대화는 도 3에

기술된 신호 시퀀스 동안에는 묵음상태로 된다(muted). 시간(51)에서의 CAS 신호의 종단으로부터 시간(55)에서의 데이

터 버스트의 완료 후 단지 50ms 까지, 대화는 묵음상태가 된다. 대화가 묵음 상태가 되는 시간 존속기간은 거의 1초이고,

이것은 과도하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도 4는 CAS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외부 전화선을 감시하는 동안의 기지 장치의 동작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기지 장치의

동작이 마이크로프로세서(40)에 의해 제어되는 기술된 실시예에서, 도 4의 흐름도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에 의해 실행

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한 동작을 나타낸다.

  블록(102)에서, 기지 장치(30)에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회의 통화가 수행되고 있는 외부 전화선(5)의 감시를 시

작한다. 블록(104)에서, CAS 신호가 인식된다. 블록(106)에서, 회의 통화는 묵음 상태가 되고, 수신확인 신호가 중앙전화

국에 전송된다. 블록(108)에서, CID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버스트가 수신된다. CID 정보가 추출되고 이후에 검색을 하

기 위해 코드 메모리(42)에 저장된다. 블록(110)에서, 회의 통화는 묵음 상태에서 해제된다. 블록(112)에서, 입중계호가

대기 중임을 나타내고 경적 형태일 수 있는 표시가, 입중계호에 관한 발신자 ID 정보와 함께 기지 장치(30)로부터 회의 통

화에 참가한 모든 핸드셋(20)에 보내진다. 다음으로 기지 장치(30)는 핸드셋(20)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블록

(114)에서, 핸드셋이 응답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만약 응답되었다면, 그 때는 마이크로프로세서

(40) 프로그램의 일부(200)가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해 실행된다. 만약 응답되지 않았다면, 블록(116)에서, 타이머가 감

소된다. 블록(118)에서, 만약 타이머가 "0"에 이르렀다면, 어떠한 핸드셋(20)도 입중계호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

되고, 감시 프로그램이 블록(120)에서 종료된다. 만약, 다른 한편으로, 타이머가 "0"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때 핸드셋(20)

은 하나 이상의 핸드셋이 입중계호에 응답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검사된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블록(202)에서 입중계호를 처리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40) 프로그램의 일부분(200)이 입력

된다. 블록(204)에서, 둘 이상의 핸드셋(20)이 입중계호에 응답하였는지가 판단된다. 만약 둘 이상의 핸드셋(20)이 입중계

호에 응답하였다면, 하나의 핸드셋이 이 응답을 제어하기 위해 선택된다. 이것은 선착순(first-come-first-served), 순환

순서방식(round-robin), 또는 우선순위 방식(priority scheme)과 같은 복수의 경쟁 자원(competing resources)들 중 하

나를 선택하기 위한 임의의 공지된 방법일 수 있다. 블록(206)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이후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

것처럼, 제어 핸드셋(20)이 입중계전화 호가 회신통화(callback) 방식을 사용하여 처리될 것을 표시하였는지 판단한다. 블

록(206)에서, 만약 회신통화가 제어 핸드셋(20)에 의해 표시되었다면, 블록(208)에서, 외부 전화선(5)들 중 어떤 전화선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이루어진다.

  만약, 어떠한 제어 핸드셋(20)도 회신통화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외부 전화선(5)도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입중계

호는 일반적인 '통화 대기' 방식으로 처리된다. 즉, 현재의 회의 통화는 블록(224)에서 중단된다. 이것은 외부 회의 통화 측

이 기지 장치(30)로부터 일시적으로 연결해제 되고(즉, 보류 상태), 제어 핸드셋(20)이 입중계호를 수신하기 위해 연결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220)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입중계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오직 이 순간에서야,

블록(222)에서, 모두 공지된 방식으로, 외부 회의 통화 측이 기지 장치(30)에 다시 연결되고, 제어 핸드셋(20)은 회의 통화

에 다시 연결된다.

  그러나, 만약 회신통화가 제어 핸드셋(20)에 의해 요청되었고, 외부 전화선(5)이 이용가능하다면, 회신통화 시퀀스가 개

시된다. 블록(210)에서, 현 회의 통화는 중단된다. 즉, 외부 회의 통화 측이 보류 상태가 된다. 블록(212)에서, 마이크로프

로세서(40)는 오디오 메시지 메모리(44)로부터 미리 저장된 음성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입중계호의 발신

자에게 상기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메시지는 발신자에게 전화를 끊을 것을 지시하고, 그 발신자는 바로 즉시 회신통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지 장치(30)는 입중계 전화 호를 종료한다. 블록(214)에서, 현 회의 통화는 제어 핸드셋

(20)을 제외한 채 현재의 외부 전화선(5)을 통해 다시 시작된다. 블록(216)에서, 통화는 이미 저장된 CID 정보{도 4의 블

록(108)}를 통해 표시된 것처럼, 입중계호의 번호로 사용되지 않는 외부 전화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출중계 회신통

화(outgoing callback)가 이루어질 때, 블록(218)에서 제어 핸드셋(20)은 이 외부 전화선에 연결된다. 다음으로, 블록

(220)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40)는 상기 통화가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린다.

  출중계호가 완료되었을 때, 단계(222)에서, 제어 핸드셋(20)은 회의 통화에 다시 연결된다.

상술된 것처럼, 회신통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회의 통화에 이미 참가한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호를 처리하는 옵션을 로컬 핸

드셋에 허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회의 통화는 입중계호가 응답되는 동안에 중단될 필요가 없다. 대신, 상기 통화는 단지 발

신자에게 전화를 끊도록 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에 걸쳐 차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로컬 핸드셋들

중 단지 하나의 핸드셋만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해 회의 통화를 이탈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회의 통화가 매우 중

요하여 가장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하는 비지니스 환경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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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중선 가입자 전화 시스템 및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방법에 이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의 통화(conference call)가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의 하나를 통해 진행 중에 있을 때, 복수의 핸드셋(20)을 포함하

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10)이 연결되는 복수의 외부 전화선(5)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호(incoming call)

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입중계호에 관한 발신자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108)와,

  상기 회의 통화에 참가하고 있는 상기 복수의 핸드셋에 상기 입중계호가 수신되었음을 통보하는 단계(112)를 포함하는,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회신통화(callback)를 통해 상기 입중계호에 응답(200)하도록,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제어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으로

부터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114)와,

  수신된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입중계호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끊도록 요청하는 미리-저장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212)와,

  상기 입중계호에 관한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사용중이지 않은 하나의 전화선

을 통해 상기 입중계호의 상기 발신자에게 회신통화를 하는 단계(216)와,

  상기 회의 통화에 참가하고 있는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상기 제어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을 상기 회신통화 외부 전화선

에 연결하는 단계(21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회신통화가 완료되었을 때,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상기 제어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을 상기 회의

통화에 다시 연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

한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발신자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외부 전화선에 연결된 중앙전화국(central office)으

로부터의 비-음성 신호을 위해 상기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전화선을 감시하는 단계와, 가입자 구내 장비 경보

신호(customer premise equipment alert signal)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회의 통화를 묵음상태로 하는 단계(muting)

와, 수신확인 신호를 상기 중앙전화국에 보내는 단계와,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버스트를 수신하는 단

계와, 상기 회의 통화의 묵음상태를 해제하는 단계와,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의 외부 전

화선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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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저장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회의 통화를 중단하는 단계와, 상기 미리-저장된

메시지를 상기 입중계호의 상기 발신자에게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입중계전화 호를 종료하는 단계와, 상기 회의 통화를

다시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는,

  복수의 해드셋들 중 둘 이상의 핸드셋이 상기 통보에 응답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만약 복수의 핸드셋들 중 둘 이상의 핸드셋이 상기 통보에 응답하였다면, 복수의 핸드셋들 중 둘 이상의 핸드셋을 상기

제어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으로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

선을 통해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전화 시스템은 기지 장치(base unit)를 더 포함하고, 900 MHz 무선 주파수 링크를 통해 복

수의 핸드셋을 상기 기지 장치에 연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선을 통해 입중

계호에 응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복수의 외부 전화선 소스(5)와 복수의 핸드셋(20)을 구비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10)에서 상기 외부 전화선 소스와 상

기 복수의 핸드셋 사이에 연결되는 기지 장치(base unit)(30)로서,

  상기 복수의 핸드셋과 상기 복수의 외부선(5)들 중 하나의 외부선을 포함하는 회의 통화(conference call)를 설정하기 위

한 회의 통화 회로(RF 회로)(38)와,

  입중계전화 호(incoming telephone call)에 관련된 발신자 식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108), 상기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외부 전화선에 연결된 발신자 식별 회로(39)와,

  상기 복수의 핸드셋에 상기 입중계호가 수신되었음을 통지하는(112) 통화 대기 회로를 포함하는 기지 장치에 있어서,

  상기 통화 대기 회로는 회신통화(callback)를 통해 상기 입중계호에 응답하기 위해(200),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제어

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하기(114) 위한 것이고,

  상기 기지 장치는,

  수신된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입중계호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끊도록 요청하는 미리-저장된 메시지를

전송하는(212) 음성 메시지 회로(40,44)와,

  상기 입중계호에 관련된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에 사용되지 않는 하나의 전화

선을 통해 상기 입중계호의 상기 발신자에게 회신통화를 하도록 하여(216),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상기 제어를 위한 하

나의 핸드셋을 상기 회신통화 외부 전화선에 연결하는(218) 회신통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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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자 식별 회로는,

  상기 복수의 외부 전화선에 연결된 중앙전화국으로부터의 비-음성 신호를 위해 상기 복수의 외부 전화선들 중 하나의 전

화선을 감시하기 위한 회로와,

  가입자 구내 장비 경보 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회로와,

  상기 회의 통화를 묵음상태로(muting) 하기 위한 회로와,

  수신확인 신호를 상기 중앙전화국에 보내기 위한 회로와,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를 수신하기 위한 회로와,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와,

  상기 회의 통화의 묵음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회신통화 회로는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발신자 식별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가

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대기 회로는,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둘 이상의 핸드셋이 상기 통보에 응답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회로와,

  만약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둘 이상의 핸드셋이 상기 통보에 응답하였다면, 상기 둘 이상의 복수의 핸드셋들 중 하나

의 핸드셋을 상기 제어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으로 선택하기 위한 회로와,

  상기 제어를 위한 하나의 핸드셋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메시지 회로는,

  상기 미리-저장된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와,

  상기 회의 통화를 중단하기 위한 회로와,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회로와, 상기 메시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오디오

메시지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회로와,

  상기 오디오 메시지 신호를 상기 입중계호의 상기 발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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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입중계전화 호를 종료하기 위한 회로, 및

  상기 회의 통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회신통화 회로는, 상기 회신통화가 완료되었을 때, 상기 복수의 핸드셋들 중 상기 제어를 위한 하

나의 핸드셋을 상기 회의 통화에 다시 연결하기 위한 회로를 더 포함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청구항 13.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회의 통화 회로, 상기 통화 대기 회로, 상기 음성 메시지 회로, 및 상기 회신통화 회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포함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청구항 14.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 장치과 복수의 핸드셋 각각은 상기 핸드셋을 상기 기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해 각각 900 MHz

무선(radio) 주파수 트랜시버를 포함하는, 가입자 전화 시스템의 기지 장치.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28057

- 10 -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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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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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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