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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의 운용 및 개발단계에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가 
가감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프로세서로 로딩하는 로더 소프트웨어가 수정된다. 본 발명은 상기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가 가감됨에 따라서 로더 소프트웨어가 수정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의 가감에 따른 소프트
웨어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의 타입을 동일한 프로세서간에는 동일하게 설
정하고, 다른 프로세서간에는 1인 비트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며, 추가되는 프로세서의 타입은 기장착된 
프로세서의 타입과 1인 비트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삭제되는 프로세서의 타입은 삭제하는 프로세서 
타입 설정단계와, 상기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로딩될 프로세서들의 타입들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추가되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로딩될 프로세서들의 타입들을 가산하여 설정하고, 삭제되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삭제하는 소프트웨어 타입 설정단계와, 상기 기지국 시스템에서 하위 프로세서의 로딩요구시 상기 하위 
프로세서의 타입과 소프트웨어의 타입들을 앤드하여 0이 아닌 소프트웨어만을 상기 하위 프로세서로 로딩
하는 소프트웨어 로딩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 사용된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의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의 구조도.

도 2는 도 1의 BSC, BTS의 프로세서 구성도,

도 3은 BSM의 개략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
세서 및 소프트웨어의 가감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방법의 흐름도,

도 5a 내지 도 5c(이하 도 5라 함) 및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
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로딩방법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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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인통신  시스템(Personal  Communication  System)의  코드분할  접속방식(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이하 PCS CDMA라 함) 기지국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PCS CDMA 기지국 시스템에서 
시스템 초기화 및 프로세서에 로딩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 PCS CDMA의 기지국 시스템의 블럭구성도를 도시한 것이 도 1이다. 상기 도 1의 BSM(Base Station 
Mananger)은 BSC(Base Station Controller)와 BTS(Base Station Transceiver System)의 운용,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운용자의 명령지시 및 처리정보를 입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BSM은 상기 BSC
와 BTS의 데이타 및 소프트웨어 로딩을 수행한다. 

GCIN(Gateway Communication Interconnection Network)은 BSM과 각 블럭들을 연결한다. 

상기 BSC는 하나의 BSM당 12개가 접속 가능하며, BTS와 MSC사이의 무선 및 유선 채널을 정합하고, 호처리
를 수행하며, BTS를 관리한다. 상기 BTS는 하나의 BSC에 48개가 접속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기지국 시스템의 프로세서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 도 2이다. 상기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BSM에서는 BSC가 12개 접속 가능하다. 상기 BSC의 내부의 프로세서를 살펴보면, CCP(Call Control 
Processor)는  호제어를  수행하며,  BSC의  무선자원을  할당하고,  BSC와  BTS의  초기화를  수행한다. 
CSP(Common Channel Signalling Processor)는 하나의 BSC에 4개가 접속 가능하며, MSC와 BSC사이의 신호
정보를 에러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IS-634 레벨 2기능을 수행한다. 

ACP(Alarm Control Processor)는 BSC와 BTS사이의 BER(Bit Error Rate) 중계선 시험을 위하여 LTB(Link 
Test Block)(도시하지 않았음)의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SIP는 하나의 BSC에 40개가 실장가능한다. 

그리고, 하나의 BCS에는 48개의 BTS가 접속 가능하다. 상기 BTS의 내부의 프로세서를 살펴보면, 하나의 
BTS에는 BCP(BTS Control Process)가 이중화로 한쌍이존재하며 호제어와 데이타 처리, BCP로딩등을 수행
한다. 그리고 CIP(Channel Elememnt Interface Processor)는 24개 접속가능하다. 그리고 TIP(Transceiver 
Inetrface  Processor)는  이중화로  4개가  실장가능하다.  그리고,  BTP(BTS  Test  Processor)가  1개 

실장된다. 

상기와 같은 기지국 시스템은 부하분산 제어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에따라 상기 다수의 프로세서는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다수의 프로세서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타 및 수행소프트웨
어(이하 편의상 소프트웨어라 함)를 로딩받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소프트웨어의 로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프로세서는 계층 구조를 가지며, CCP는 BSM으
로부터 CCP의 하위 프로세서인 ACP, CSP, SIP, SVP, BCP, CIP, TIP, BTP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로딩을 받아 특정 메모리에서 저장해둔다. 

이후, 상기 CCP는 ACP가 로딩을 요구하면 이전에 로딩받아둔 ACP의 소프트웨어를 ACP로 다운로딩한다. 그
리고, 상기 CCP는 CSP가 로딩요구를 하면, 이전에 로딩받아둔 CSP의 소프트웨어를 CSP로 다운로딩한다. 
그리고, 상기 CCP는 SIP가 다운로딩을 요구하면, SIP와 그 하위 프로세서인 SVP의 소프트웨어를 CIP로 다
운로딩한다. 

또한 CCP는 BCP가 로딩요구하면, CCP가 이전에 로딩받아둔 BCP와 그 하위프로세서인 CIP,TIP, BTP의 소프
트웨어를 BCP로 다운로딩한다. 

상기 BCP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그 하위프로세서인 CIP, TIP, BTP에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도 
다운로딩받아 특정 메모리에 저장해둔다. 이후, 상기 BCP는 향후 CIP, TIP, BTP 중 특정 프로세서가 로딩
요구를 하면 이전에 저장해둔 소프트웨어에서 상기 특정 프로세서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만을 리드하여 
상기 특정 프로세서로 다운로딩한다. 

상기와 같이 상위프로세서는 다수의 하위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다운로딩받아 저장한다. 이에따라 
상기 상위프로세서는 특정 하위프로세서가 로딩을 요구하면, 다수의 소프트웨어에서 상기 특정 하위프로
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만 구별하여 리드한다. 이때 상기 상위프로세서는 하위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
어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데이타를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들에서 로딩을 담당하는 소프트
웨어를 로더 소프트웨어라 한다. 상기 로더 소프트웨어는 상기 식별데이타를 사용하여 해당 프로세서로의 
로딩을 수행한다. 

상기 프로세서들은 운용 및 개발단계에서 가감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소프트웨어 역시 운용 및 개발단계
에서 가감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식별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상기 프로세서들의 
가감, 소프트웨어의 가감에 따라 상기 식별데이타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 또한 상기 식별데이타가 변화함
에 따라 상기 로더 소프트웨어를 크게 수정하여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지
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들은 운용 및 개발시 가감될 수 있고, 각 프로세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도 가감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소프트웨어의 식별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상기 프로세서의 가
감시 또는 데이타 및 소프트웨어의 가감에 따라 식별데이타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다. 또한 
상기  식별데이타의  수정에  따라  각  프로세서의  로더  소프트웨어도  수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PCS CDMA 기지국 시스템의 운용 및 개발단계에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가 가
감되더라도 로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PCS CDMA 기지국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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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
서 및 소프트웨어의 가감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의 타
입을 동일한 프로세서간에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다른 프로세서간에는 1인 비트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
며, 추가되는 프로세서의 타입은 기장착된 프로세서의 타입과 1인 비트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삭제
되는 프로세서의 타입은 삭제하는 프로세서 타입 설정단계와, 상기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로딩될 프로세서
들의 타입들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추가되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로딩될 프로세서들의 타입들을 가산하
여 설정하고, 삭제되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삭제하는 소프트웨어 타입 설정단계와, 상기 기지국 시스템
에서 하위 프로세서의 로딩요구시 상기 하위 프로세서의 타입과 소프트웨어의 타입들을 앤드하여 0이 아
닌 소프트웨어만을 상기 하위 프로세서로 로딩하는 소프트웨어 로딩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도면에서 
많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우선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 테이블과 소프트웨어 테이블을 설명한다. 상기 PCS CDMA 기지국 시
스템의 프로세서들에 대한 식별데이타를 나타내는 프로세서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식별자(PI) 프로세서 명칭 프로세서 타입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0 CCP00_a 0000 0000 0001 0x0c000000

1 CCP00_b 0000 0000 0001 0x0c010000

2 BCP0000_a 0000 0000 0010 0x08000000

3 BCP0000_b 0000 0000 0010 0x08010000

4 BCP0001_a 0000 0000 0010 0x08100000

5 BCP0001_b 0000 0000 0010 0x08110000

6 BCP0002_a 0000 0000 0010 0x08200000

7 BCP0002_b 0000 0000 0010 0x08210000

· · · ·

a SIP0000 0000 0000 0100 0x0c2000ff

a+1 SIP0001 0000 0000 0100 0x0c2010ff

a+2 SIP0002 0000 0000 0100 0x0c2020ff

· · · ·

b SVP0000 0000 0000 1000 0x0c200000

b+1 SVP0001 0000 0000 1000 0x0c200010

· · · ·

c CIP0000 0000 0001 0000 0x080800ff

c+1 CIP0001 0000 0001 0000 0x080810ff

· · · ·

d TIP0000_a 0000 0010 0000 0x080400ff

d+1 TIP0000_b 0000 0010 0000 0x080410ff

· · · ·

e BTP0000 0000 0100 0000 0x0802c000

e+1 BTP0001 0000 0100 0000 0x0812c000

· · · ·

f CSP0000 0000 1000 0000 0x0c0c0000

· · · ·

g ACP0000 0001 0000 0000 0x0c040000

상기 표 1에서 동일한 프로세서의 프로세서의 타입은 서로 같다. 그리고, 다른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타입
들을 살펴보면, 1인 비트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CP00_a와 CCP00_b는 프로세서 타입이 0000 
0000 0001로서 서로 같으며, 마지막 비트만 1이다. 그러나, 다른 프로세서들의 타입을 살펴보면, 마지막 
비트가 1인 것이 없다. 그리고, BCP0000_a, BCP0000_b, BCP0001_a, BCP0001_b, BCP0002_a, BCP0002_b들의 
프로세서 타입은 0000 0000 0010으로 모두 같으며, 끝에서 두번째 비트만 1이다. 그러나 다른 프로세서들
의 타입을 살펴보면 끝에서 두번째 비트가 1인 것이 없다. 

그리고, 상기 표 1에서 프로세서 어드레스는 각각의 프로세서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그리고, 상기 PCS CDMA 기지국 시스템의 BSM의 저장부(16)에 저장되어 있는소프트웨어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타를 나타내는 소프트웨어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 표 2a내지 표 2b(이하 표 2라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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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a]

 

식별자(SI) 소프트웨어의 명칭 소프트웨어의  타입

0 p_bcp0000 0000 0000 0010

1 p_bcp0001 0000 0000 0010

· · ·

a shell 0000 0000 0001

a+1 cmslx 0000 0000 0001

a+2 crax 0000 0000 0001

a+3 crmx 0000 0000 0001

· · ·

b rmos_bcp 0000 0000 0010

b+1 rmos_sip 0000 0000 0100

b+2 rmos_svp 0000 0000 1000

b+3 plx 0000 0000 1110

b+4 bcox 0000 0000 0010

b+5 brmx 0000 0000 0010

· · ·

c tmnx 0000 0000 0100

[표 2b]

 

c+1 tcox 0000 0000 1000

c+2 smnx 0000 0000 1000

c+3 cdspx 0000 0000 1000

· · ·

d rmos_cip 0000 0001 0000

· · ·

e rmos_tip 0000 0010 0000

· · ·

f rmos_btp 0000 0100 0000

· · ·

g rmos_csp 0000 1000 0000

h rmos_asp 0001 0000 0000

상기 표 1에 나타낸 소프트웨어 타입은 프로세서 타입과 대응한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특정 소프트웨어
에 대한 소프트웨어 타입이 특정자리에서 1이면, 상기 특정 소프트웨어는 프로세서 타입이 상기 특정자리
에서 1인 프로세서로 다운로딩될 소프트웨어이다. 

예를 들어, 상기 plx의 소프트웨어 타입은 0000 0000 1110이다. 이에따라 plx가 다운로딩될 프로세서는 
끝에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비트가 1인 프로세서 타입을 가지는 프로세서이다. 즉, 상기 plx는 프로
세서 타입이 0000 0000 0010인 BCP0000_a, BCP0000_b, BCP0001_a, BCP0001_b, BCP0002_a, BCP0002_b와, 
프로세서 타입이 0000  0000  0100인  SIP0000,  SIP0001와,  프로세서 타입이 0000  0000  1000인  SIP0002, 
SVP0000, SVP0001에 다운로딩된다.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의 가감시 상기와 같이 프로세서 타입에 대응되게 소프트웨어 타입을 설정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CS CDMA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 가감에 따른 소프트
웨어 관리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10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PCS  CDMA  기지국 시스템에 새로운 프로세서를 추가함에 따라 
BSM에 새로운 프로세서에 대한 식별정보를 부가하기 위하여 입력부(14)를 조작하여 프로세서 추가명령을 
입력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프로세서 추가명령을 입력하면 (102)단계를 수행
하고, 그렇지 않으면 (12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0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디스플레이부(12)에 새로운 프로세서의 명칭과 새로운 프로세서를 
식별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입력하라고 디스플레이한다. 개발자는 상기 디스플레이된 것을 보고, 새로운 
프로세서의 명칭과 새로운 프로세서를 식별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입력한다.

상기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입력한 새로운 프로세서의 명칭과 어드레스를 프로세서 테이블에 저장한
다. 상기 저장후에 BSM제어부(10)는 (104)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04)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디스플
레이부(12)에 새로운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있으면 그 프로세서의 명칭을 입력하라고 디스플레이
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를 보고, 개발자는 동일한 프로세서가 있을 경우에만 동일 프로세서의 명칭을 입력
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동일 프로세서의 명칭을 입력하면 (118)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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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10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06)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새로운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없으므로, 새로운 프로세서에 
대한 프로세서 타입을 설정한다. 상기 프로세서의 타입의 설정은 프로세서 테이블의 프로세서 타입들중에
서 어느 프로세서 타입도 1이 아닌 어느 한 자리에서 1이 되도록 설정한다. 

즉, 표 1의 예에서 프로세서가 추가될 경우에 프로세서 타입은 1000 0000 0000이거나 0100 0000 0000이거
나 0010 0000 0000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세서의 타입이 설정되면 BSM제어부(10)는 상기 프로세서 타입을 프로세서 테이
블에 저장하고 (108)단계를 수행한다. 

[수학식 1]

상기 BSM제어부(10)는 기 다운로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의 재설정이 완료되면 상기 소프트웨어의 
타입을 소프트웨어 테이블에 저장하고 종료한다. 

상기 (118)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프로세서 테이블에서 개발자가 입력한 동일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타
입을 리드한다. 상기 BSM제어부(10)는 상기 프로세서 타입을 새로운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타입으로 설정
한다. 상기 BSM제어부(10)는 상기 프로세서 타입을 프로세서 테이블에 저장하고 종료한다.  

상기 (12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PCS CDMA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를 삭제하여 BSM에 
저장된 프로세서 식별데이타에서 삭제한 프로세서의 식별데이타를 삭제하고자 하여 프로세서 삭제명령을 
입력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입력부(14)를 조작하여 프로세서 삭제명령을 입
력하였으면 (122)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3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2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디스플레이부(12)가 삭제한 프로세서의 명칭을 입력하라고 디스플레
이하도록 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를 보고 개발자는 삭제한 프로세서의 명칭을 입력한다. 상기 BSM제어부
(10)는 상기 삭제한 프로세서 명칭을 입력받으면 (124)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24)단계에서 BSM제어부
(10)는 프로세서 테이블에서 상기 삭제한 프로세서의 타입을 리드한다. 상기 프로세서 타입과 동일한 프
로세서 타입의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테이블에 있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삭제한 프로세서
의 타입과 동일한 프로세서가 있으면 (130)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2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26)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상기 프로세서 타입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타입이 소프트웨어 테이블
에 있는지를 검색한다. 여기서, 상기 삭제한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없는 상태에서, 상기 삭제한 
프로세서의 타입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타입을 가지는 소프트웨어는 단지 삭제한 프로세서에만 다운로딩되
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때 BSM제어부(10)는 프로세서 타입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타입이 있으면 (128)단계
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3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28)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상기 삭제한 프
로세서에만 다운로딩되는 소프트웨어를 삭제한다. 상기 삭제후에 BSM제어부(10)는 (13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3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프로세서 테이블에서 해당 프로세서의 식별 데이타 즉, 명칭, 프로
세서 타입, 어드레스를 삭제하고 종료한다. 

상기 (13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프로세서는 그대로 둔채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자 하여 소
프트웨어 추가명령을 입력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추가명령을 입
력하면 (134)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4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34)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받아 저장부(16)에 
저장한다. 여기서, BSM제어부(10)는 다운로딩시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다운로딩받아 소프트웨어 테이블에 
저장한다. 상기 저장후에 BSM제어부(10)는 디스플레이부(12)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할 프로세서
에 대한 명칭을 입력하라고 디스플레이하도록 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를 보고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를 다운로딩할 프로세서 명칭들을 입력한다. 상기 디스플레이 후에 BSM제어부(10)는 (136)단계를 수행한
다. 상기 (136)단계에서 상기 BSM제어부(10)는 상기 프로세서 명칭들을 입력받는다. 상기 프로세서의 명
칭들을 입력받으면 BSM제어부(10)는 (13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36)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프로세
서 테이블에서 개발자가 입력한 프로세서 명칭에 대응하는 프로세서의 타입들을 모두 리드한다. 상기 리
드후에 BSM제어부(10)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타입을 수학식 2에 따라 설정한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와 같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다운로딩될 프로세서들의 타입 즉, 제1프로세서의 타
입, 제2프로세서의 타입, …, 제N프로세서의 타입을 가산하여 설정한다. 

상기 BSM제어부(10)는 상기와 같이 프로세서의 타입이 설정되면 상기 프로세서의 타입을 프로세서 테이블
에 저장하고 종료한다. 

상기 (14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BSM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기 위하여 소프
트웨어 삭제명령을 입력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삭제명령을 입력
하면 (142)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4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4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개발자가 삭제하려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입력받아 해당 소프트웨
어를 삭제한다.  상기  삭제후에 BSM제어부(10)는  (144)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144)단계에서 BSM제어부
(10)는 소프트웨어 테이블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식별데이타를 삭제하고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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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46)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당동작을 수행하고 종료한다.   

상술한  소프트웨어  관리방법의  동작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자가  프로세서를 
추가하면, 추가한 프로세서에 대한 식별데이타를 BSM에 제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BSM이 프로세서에 대
한 식별데이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후 상기 프로세서의 로더 소프트웨어가 상기 BSM에 필요한 소프트웨
어에 대한 로딩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개발자는 프로세서 추가후, 추가한 프로세서 명칭과 프로세서 식별을 위한 어드레스를 BSM에 입력하
고, 만약 상기 추가한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세서가 있다는 것을 나타
내는 정보를 BSM에 입력한다.

이에 응답하여 BSM은 상기 추가된 프로세서의 명칭과 어드레스를 프로세서 테이블에 저장하고, 상기 추가
한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세서의 타입을 프로세서 테이블에 저장하고 
종료한다. 왜냐하면, 추가된 프로세서는 동일한 프로세서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므로 프로세
서 및 소프트웨어 테이블에서의 다른 조작이 필요없다.

그런데, 상기 추가한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 추가한 프로세서의 타입을 새로
이 설정하여야 하고, 상기 추가한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자는 추가한 프로세서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한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
어에 대한 정보를 BSM에 입력한다. 

이에 응답하여 상기 BSM은 상기 추가한 프로세서의 타입을 새로이 설정한다. 이때 추가한 프로세서의 타
입은 기 설정되어 있는 프로세서의 타입과 겹치지 않도로 설정한다. 그리고, 추가된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받고, 상기 소프트웨어의 타입을 상기 프로세서의 타입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여기서, BSM은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BSM에 기 다운로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상기 
기 다운로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타입과 추가된 프로세서의 타입을 가산하고, 가산결과로 기 다운로딩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으로 재설정한다. 

이와달리 개발자가 프로세서들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경우에 BSM은 개발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소프트
웨어를 다운로딩받는다. 상기 다운로딩후에 개발자는 상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할 프로세서들의 명칭을 
BSM에 입력한다. 상기 BSM은 상기 다운로딩할 프로세서들의 타입들을 리드하여 상기 타입들을 모두 가산
한다. 상기 BSM은 상기 가산한 값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타입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경우에 BSM은 개발자가 삭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입력받아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식별데이타를 삭제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위프로세서에서 하위프로세서로 다운
로딩하는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 도 5이다. 상기 도 5의 흐름도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는 
프로세서는 BSM제어부(10)가 될 수 있다.  

(20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하위프로세서에서 소프트웨어의 로딩요구를 하는지 검색한다. 이때 BSM제
어부(10)는 하위프로세서에서 로딩요구하면 (204)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0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당동작을 수행한다. 

상기(204)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로딩요구한 하위프로세서의 어드레스를 제공받는다. 상기 BSM제어부
(10) 로딩요구한 하위프로세서의 어드레스를 제공받으면 BSM제어부(10)는 프로세서 식별자 레지스터를 초
기화한다. 상기 초기화후에 BSM제어부(10)는 프로세서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에 대응하는 프로세서 식별자
를 가지는 프로세서의 어드레스와 로딩요구한 어드레스가 동일한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프
로세서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에 대응하는 프로세서 식별자를 가지는 프로세서의 어드레스와 로딩요구한 
어드레스가 동일하면 (212)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1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1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프로세서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을 증가하고 다시 프로세서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에 대응
하는 프로세서 식별자를 가지는 프로세서의 어드레스와 로딩요구한 어드레스가 동일한지를 검색하기 위하
여 상기 (20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1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당 프로세서 식별자(PI)의 프로세서 타입을 리드한다. 상기 리드
후에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를 초기화한다. 상기 초기화후에 BSM제어부(10)는 소프
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이 상기 리드된 
프로세서의 식별자의 프로세서 타입과 대응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이 상기 리드된 프로세서의 식
별자의  프로세서  타입과  대응하면  (218)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2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18)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로딩카운트값을 증가한다.  상기 증가후에 BSM제어부(10)는  (22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2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당소프트웨어(SI)의 식별자를 저장한다. 상기 저장후에 
BSM제어부(10)는 (22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2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SI) 레
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식별자(SI)를 증가한다. 상기 증가후에 BSM제어부(10)는 (224)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24)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의 소프트웨어 식별자가 마지
막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나타내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소프트웨어 식별자가 마지막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나타내면 (226)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21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226)단계에서 BSM제어
부(10)는 로딩카운트값을 로딩요구한 프로세서에 제공한다. 상기 제공후에 BSM제어부(10)는 (22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28)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로딩신호가 로딩요구한 프로세서로부터 제공되는지를 검
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로딩신호가 제공되면 (230)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228)단
계를 수행한다.

상기 (23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식별자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하
고 로딩한 소프트웨어를 카운트한다. 상기 다운로딩후에 BSM제어부(10)는 카운트값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한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카운트값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하면 (234)단계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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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지 않으면 (22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34)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로딩요구한 프로세서의 하위프로세서의 로딩요구가 있는지를 검색한
다. 이때 BSM제어부(10)는 하위프로세서에 대한 로딩요구가 있으면 (238)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3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36)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당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238)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당 하위프로세서에 대한 타입을 리드한다. 상기 리드후에 BSM제어
부(10)는 (24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4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를 초
기화한다. 상기 초기화후에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식
별자를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이 상기 리드된 하위프로세서의 식별자의 프로세서 타입과 대응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의 값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가지
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이 상기 리드된 하위 프로세서의 식별자의 프로세서 타입과 대응하면 (244)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4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44)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로딩카운트값을 증
가한다. 상기 증가후에 BSM제어부(10)는 (24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46)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
당소프트웨어(SI)의  식별자를  저장한다.  상기  저장후에  BSM제어부(10)는  (24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48)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SI)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식별자(S
I)를  증가한다.  상기  증가후에 BSM제어부(10)는  (250)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50)단계에서 BSM제어부
(10)는 소프트웨어 식별자 레지스터의 소프트웨어 식별자가 마지막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나타내는지를 검
색한다. 이때 소프트웨어 식별자가 마지막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나타내면 (252)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24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52)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해당 하위 프로세서가 마지막인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
는 해당 하위 프로세서가 마지막이면 (254)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3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54)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로딩카운트 값을 로딩요구한 프로세서에 제공한다. 상기 제공후에 
BSM제어부(10)는 (25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56)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로딩요구한 프로세서가 로
딩신호를  제공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0)는  로딩요구한  프로세서가  로딩신호를  제공하면 
(258)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25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58)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저장되어있는 해당소프트웨어 식별자(SI)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로딩요구한 프로세서에 다운로딩한다. 그
리고,  상기  다운로딩한  카운트값을  증가한다.  상기  증가후에  BSM제어부(10)는  (260)단계를  수행한다. 
(260)단계에서 BSM제어부(10)는 카운트값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한지를 검색한다. 이때 BSM제어부(1
0)는 카운트값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하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25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로딩요구한 프로세서로는 CCP가 될 수 있다. 상기 CPP는 로딩 프로그램인 CL등을 수행하여 BSM으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받을 수 있다.

상기 CCP의 로딩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한 것이 도 6과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
다. 상기 도 6의 (262)단계에서 CCP는 상위프로세서인 BSM제어부(10)에 로딩요구한다. 상기 로딩요구후에 
CCP는 (264)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64)단계에서 CCP는 자신의 어드레스를 BSM제어부(10)에 제공한다. 
상기 제공후에 CCP는  BSM제어부(10)가  로딩카운트값을 제공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CCP  는 BSM제어부
(10)가 로딩카운트값을 제공하면 (268)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26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68)단계에서 CCP는 로딩신호를 BSM제어부(10)에 제공한다. 상기 제공후에 CCP는 BSM에서 제공하는 소프
트웨어를  다운로딩받는다.  상기  다운로딩후에  CCP는  로딩카운트값을  증가한다.  상기  증가후에  CCP는 
(27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72)단계에서 CCP는 로딩카운트 값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한지를 검색한
다. 이때 CCP는 로딩카운트값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하면 (274)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26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74)단계에서 CCP는 하위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로딩을 위하여 BSM제어부
(10)에 하위프로세서 로딩요구한다. 상기 로딩요구후에 CCP는 (27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76)단계에서 
CCP는 자신의 어드레스를 BSM제어부(10)에 제공한다. 상기 제공후에 CCP는 BSM제어부(10)가 로딩카운트값
을  제공하는지를  검색한다.  이때  CCP  는  BSM제어부(10)가  로딩카운트값을  제공하면  (278)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276)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78)단계에서 CCP는 로딩신호를 BSM제어부
(10)에 제공한다. 상기 제공후에 CCP는 BSM에서 제공하는 하위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받는다. 
상기 다운로딩후에 CCP는  로딩카운트값을 증가한다.  상기 증가후에 CCP는  (282)단계를 수행한다.  상기 
(282)단계에서 CCP는 로딩카운트 값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한지를 검색한다. 이때 CCP는 로딩카운트값
이 로딩신호 제공수와 동일하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278)단계를 수행한다.

상기한 로딩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위프로세서는 하위프로세서가 로딩요구하면, 하위프로
세서가 제공하는 어드레스를 참조하여 하위프로세서의 타입을 리드한다. 

상기 로딩요구한 하위프로세서의 타입이 리드되면 상위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 테이블의 소프트웨어 타입
들을 하나씩 상기 하위프로세서의 타입과 앤드한다. 상기 상위프로세서는 상기 앤드결과가 0이 아닌 소프
트웨어를 로딩요구한 하위프로세서로 다운로딩한다. 

상기 표 1과 표 2를 참조하여 예를 들면, 우선 BSM이 CCP로 다운로딩한 상태에서 SIP0000이 로딩요구하였
다고 가정한다. 이때 CCP는 SIP의 타입 즉, 0000 0100과 소프트웨어 타입들을 하나씩 앤드하여 앤드결과
가  0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검색한다.  상기  앤드결과가  0이  아닌  소프트웨어는  rmos_sip(0000  0100), 
plx(0000 1110), tmnx(0000 01000)이다. 이에따라 상기 CCP는 상기 rmos_sip, plx, tmnx를 SIP0000로 다
운로딩한다. 

만약 상기 SIP0000이 삭제되면, BMS이 가지고 있던 프로세서 테이블에서 상기 SIP0000에 대한 정보는 삭
제된다. 그런데, 상기 rmos_sip, plx, tmnx의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상기 SIP0000이 삭제되므로, 상기 SIP0000이 로딩요구할 수 없고, 상기 SIP0000과 동일한 위치에서 1인 
프로세서 타입을 가지는 프로세서는 없으므로,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서 rmos_sip, plx, tmnx만이 검색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상기 SIP0010이라는 프로세서가 추가될 경우에, BSM은 SIP 0010에 대한 프로세서 타입을 설
정한다. 상기 프로세서 타입은 표 1의 예에서, 1000 0000 0000, 0100 0000 0000, 0010 0000 0000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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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상기 1000 0000 0000이 상기 SIP0010의 타입으로 설정되면 상기 BSM은 상기 SIP0010에 다운로
딩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타입을 새로이 설정한다. 
이때  상기  소프트웨어가  shell(0000  0000  0001),  rmos_csp(0000  1000  0000)라면,  상기  BSM은  상기 
SIP0010의 타입인 1000 0000 0000과 상기 소프트웨어의 타입을 가산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타입을 설정
한다. 즉, 상기 shell은 1000 0000 0001로, rmos_csp는 1000 1000 0000으로 설정한다. 

또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추가될 경우에는 BSM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되는 프로세서의 타입을 
가산하여 소프트웨어 타입을 설정한다. 

상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타입을 설정함에 따라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 가감에 따라서 로더 소프트웨어는 
수정될 필요가 없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PCS CDMA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가 가감되더라도 로더 
소프트웨어는 수정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인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의 가감에 따른 소프트
웨어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의 타입을 동일한 프로세서간에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다른 프로세서간
에는 1인 비트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며, 추가되는 프로세서의 타입은 기장착된 프로세서의 타입과 1인 
비트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삭제되는 프로세서의 타입은 삭제하는 프로세서 타입 설정단계와,

상기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로딩될 프로세서들의 타입들을 가산하여 설정하며, 추가되는 소프트웨어의 타
입은 로딩될 프로세서들의 타입들을 가산하여 설정하고, 삭제되는 소프트웨어의 타입은 삭제하는 소프트
웨어 타입 설정단계와,

상기 기지국 시스템에서 하위 프로세서의 로딩요구시 상기 하위 프로세서의 타입과 소프트웨어의 타입들
을 앤드하여 0이 아닌 소프트웨어만을 상기 하위 프로세서로 로딩하는 소프트웨어 로딩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통신 기스템의 코드분할 접속방식 기지국 시스템에서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 가
감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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