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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분야<1>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2>
예상치 못한 접속 손실 또는 호출 품질 저하시에 일반적인 호출(generic call) 재확립 과정
(reestablishment procedure)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관련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배경<3>

셀룰라 무선 이동 시스템에서는, 통상 무선 접속 손실이 발생된다. 무선 접속 손실은 이동국이 <4>
계속해서 대기  상태로  있을  때의  페이딩(fading)을  포함하여,  큰  빌딩이나 터널로부터의 무선 섀도우
(radio shadow), 새로운 접속을 지원할 수 없는 무선 채널로의 핸드 오프(hand off), 또는 기지국의 고장 
또는 몇몇의 긴급 상황에 대한 전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그 결과, 셀룰라 시스템
에서는 손실된 접속을 재접속하기 위해 재확립 루틴이 사용된다.

제1도는 셀룰라 무선 시스템에서의 호출 재확립을 위한 종래 시스템을 나타낸다. 이 예에서는, <5>
일반 전화(109)가 공중 교환 전화망 PSTN(도시 생략) 및 셀룰라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이동 무선국
(104)과 통신한다. 셀룰라 무선 통신 시스템은 두개의 무선 기지국(101, 102)을 포함하는데, 이들 기지국
은 각 접속로(107, 108)를 통해 동일한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103)에 접속된다. 제1도에서는, 이동국
(104)이 기지국(101)을 통해 일반 전화(109)와 통신하고 있다. 이동국이 기지국(102) 방향으로 이동하면, 
기지국(101)으로부터 기지국(102)으로 이동국(104)을 핸드 오프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국(104)이 새로운 
기지국(102)으로의 핸드 오프 지시를 받기 전에 기지국(101)과 접속이 단절되면(disconnected) 이동국이 
재확립 루틴을 개시할 수 있다.

공지된 재확립 루틴에서는, 이동국(104)이 주위 기지국의 신호 강도를 스캔하여 신호 강도가 가<6>
장 높은 기지국 또는 다음으로 신호 강도가 높은 기지국을 선택한다. 그 후에, 이동국(104)이 선택된 기
지국, 이 예에서는 기지국(102)에 액세스하여 재접속 요구를 한다. 선택된 기지국은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103)에 재접속에 대한 요구를 보고한다. 그 후에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103)는 선택된 기지국에 
이동국(104)에 트래픽 채널을 할당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103)에 대기되어 있는 
호출의 나머지 세그먼트에 이동국을 연결시킨다.

유럽의 셀룰라 이동 무선 시스템(GSM)에서는, 동일한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 내에서 호출 재확<7>
립을 제공하는 호출 재확립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 호출 재확립 방법에 따르면, 이동국이 
가장 양호한 기지국 또는 그 다음으로 양호한 기지국에 액세스하고, 액세스한 기지국이 최초의 기지국과 
동일한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와 접속되어 있을 때 제공되는 재접속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접
속 루틴은 액세스한 기지국이 동일한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접속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휴대용 이동국을 휴대한 가입자가 빌딩을 출입하면서 
이 이동국과 관련된 기지국과의 접속이 단절되거나 다른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와의 중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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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 network)로 들어갈 수 있다. 그 결과, 이동국이 기지국과의 접속을 상실하는 경우 호출 재확립
은  달성되지  않는다.  또한,  비-셀룰라  시스템에서는,  PABX  또는  공중  교환  전화망  PSTN의 유선-연결
(wire-bound) 단말과 관련된 호출의 예상치 못한 단절은 다시 다이얼을 돌림으로써만 재접속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를 온-후크 상태로 하거나 번호를 다시 돌리지 않도록 하는 빠른 호출 재확립 방법이 바람
직하다.

발명의 요약<8>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시스템에서 호출이 단절된 후에 호출을 재확립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기 <9>
위한 것인데, 이 때의 통신 경로는 호출자들이 서로 접속되는 결합점(meeting point)을 선택하는 서비스 
노드에 의해 확립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확립 루틴에서는, 무선 이동 단말이 접속이 단절된 
후, 주위 기지국의 신호 강도를 스캔하여 신호 강도가 가장 큰 기지국을 선택한다. 그 후, 무선 이동 단
말은 선택된 기지국에 액세스하고, 결합점에 다시 호출을 개시한다. 그 다음, 기지국은 트래픽 채널을 무
선 이동 단말에 할당하고, 네트워크는 무선 이동 단말을 결합점에 재접속하여 호출을 재확립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유선 단말을 포함하여 호출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와는 달리 단절된 <10>
후 특정한 시간 주기 내에서 호출을 재확립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한다. 재접속은 유선 단말의 키 셋트의 
소정 키 또는 키들을 누름으로써 요청될 수 있으며, 그 후에 유선 네트워크는 단말 또는 시스템에 기억된 
결합점 식별을 통해 결합점에 관련된 접속의 절반을 재확립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통상 핸드 오
프를 제공하지 않는 퍼스널 통신 시스템(PCS)에 상술한 바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결합점에 대한 재확립
을 이용하여 핸드 오프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호출을 재확립할 수 있는 종래 기술의 방법을 예시하는 도면이다.<11>

제2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예시하는 도면이다.<12>

제3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하는 도면이다.<13>

제4도는 본 발명 기재의 재확립 루틴의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이다.<14>

제5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무선국을 예시하는 도면이다.<15>

제6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하는 도면이다.<16>

제7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의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를 예시하는 도면이다.<17>

양호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18>

다음의 설명은 휴대용 또는 이동 무선 전화 및/또는 퍼스널 통신망을 포함하는 셀룰라 통신 시스<19>
템의 구성 관계에 관한 것이나,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본 발명이 다른 통신 응용 분야에도 적용
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에서, 호출측들(call parties)은 "Method of Organizing Communication"이란 명칭의 미합<20>
중국 특허원 제08/018,223호 및 "Method of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a Functionality"이란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원 제 08/018,268호에 개시된 결합 원리(meeting principle)에 따라 결합점에 접속된다. 상
기 미합중국 특허원들은 예로서 참조로 고려된다. 간단하게, 결합 원리에 따르면, 호출은 네트워크에서 
결합점으로의 2개의 서로 다른 접속으로서 셋업된다. 결국, 호출측들은 결합점에서 서로 접속된다. 결합 
구성자(meeting organizer) 또는 서비스 노드는 결합점을 선택하고, 각 호출측들에게 거래 번호를 전달하
는데, 여기서 거래 번호는 결합점을 식별한다. 거래 번호는 가입자에 가장 가까운 각 단말 또는 각 스위
치에 기억되며 필요에 따라 결합점을 다시 호출함으로써 호출을 재확립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거래 번호는 지속적인 호출동안 액티브 상태로 유지되며 이들은 호출 재확립동안 사용되어야 하
기 때문에 호출이 셋업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아울러, 거래 번호는 호출이 종료된 후에도 소정 시간 
주기동안 액티브 상태로 유지된다. 소정 시간 주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단말이 호
출하는 단말 또는 호출받는 단말인 경우, 온-후크 상태 혹은 그 밖의 상황에 의해 단절되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는 일반 전화(212)가 공중 교환 전화망 <21>
PSTN 및 셀룰라 무선 통신 시스템을 경유하여 서비스 노드(207)의 결합점에서 이동 무선국(204)과 통신한
다. 셀룰라 무선 통신 시스템은 2개의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209, 203) 및 2개의 기지국(201, 202)을 
각각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제1 기지국(201)이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209)와 접속되어 있고, 제2 
기지국이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203)와 접속되어 있으나, 본 발명은 이러한 구성에 제한되지 않으며, 
동일한 이동 서비스 스위칭 센터에 2개의 기지국이 접속될 수도 있다.

제2도에서 이동국(204)은 기지국(201)을 통해 전화(212)와 통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에서는 <22>
이동국이 기지국(202)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지국(201)으로부터 기지국(202)으로 이동국(204)을 핸
드 오프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지국(202)으로의 핸드 오프 지시를 받기 전에 이동국(204)이 기지국
(201)과 단절되면 이동국은 제4도에 예시한 다음의 재확립 루틴을 개시한다. 이러한 재확립 루틴에서는, 
이동국(204)이 주위 기지국의 신호 강도를 스캔하고(단계 401), 신호 강도가 가장 높은 기지국을 선택한
다(단계 403). 이어서 이동국은 선택된 기지국에 액세스하여(단계 405), 이동국(204)에 호출 셋업시에 기
억된 거래 번호를 이용하여(단계 407) 서비스 노드(207)에 다시 새로운 호출을 개시한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 노드가 결합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계속해서 선택된 기지국은 공지된 호출 셋업 과정에 
따라 이동국(204)에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고(단계 409), 서비스 노드(207)가 결합점에서 호출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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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이동국(204)을 재접속시킨다(단계 411).

제3도는 로컬 루프(RLL) 또는 텔레포인트(telepoint) 시스템에서의 무선을 위한 본 발명의 다른 <23>
실시예를 나타낸다. 텔레포인트 및 RLL 시스템은 무선 서비스 스위칭 센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지국
이 공중 전화 네트워크 PSTN과 직접 접속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들 시스템들은 이동 서비스 스
위칭 센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 오프가 제공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따르
면, 호출 재확립은 호출 손실 또는 호출의 품질이 저하될 때마다 부족한 핸드 오프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3도에서, 셀룰라 무선 시스템은 공중 교환 전화망을 통해 서비스 노드(307)에 접속되는 2개의 <24>
기지국(301, 302)을 포함한다. 이동국(304)이 예상치 않게 접속이 단절되거나 이동국의 사용자가 호출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때, 이동국(304)은 주위 기지국을 스캔하여 신호 강도가 가장 높은 기
지국을 선택한다. 이어서 이동국(304)은 선택된 기지국에 액세스하여 이동국(304)에 기억되어 있는 거래 
번호를 이용하여 서비스 노드(307)에 다시 호출을 개시한다. 이어서 선택된 기지국은 공지된 호출 셋업 
과정에 따라 이동국(304)에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고 서비스 노드(307)는 서비스 노드(307)에 대기하고 있
는 호출의 나머지 세그먼트에 이동국(304)을 재접속시킨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재확립은 접속 품질이 소정 시간 주기동안 소정 수준 이하일 때 <25>
자동 개시될 수 있다. 핸드 오프는 가입자의 이동 또는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무선 채널의 외란으로 인해 
필요하다. 또, 재확립 루틴은 사용자가 접속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동국의 사용자가 무
선 이동 단말의 키셋트 상의 적어도 하나의 키를 누름으로써 수동으로 개시될 수 있다. 접속 품질은 비트 
에러비 BER로서 측정되거나 이동국 또는 기지국 중 어느 한 곳에서 측정될 수 있다. 재확립 개시는 온-후
크 및 오프-후크하고, 단말의 간단한 숫자 메모리에 미리 기억되어 있을 수 있는 서비스 노드의 비밀 전
화 번호를 거래 번호로서 입력하여 서비스 노드(207)에 새로운 호출을 셋업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온-후크 후 다시 소정 시간 주기 내에서 오프-후크가 네트워크에 새로운 "리펜팅 기능(repenting <26>
function)"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가입자가 온-후크 후 리펜트하여 소정 시간 주기 내에 다시 
오프-후크 상태로 하여 다른 가입자가 계속해서 오프-후크 상태일 때 키 셋트의 소정 키를 누름으로써 호
출을 재확립할 수 있다. 이 거래 번호(interaction number)는, 각 호출마다 고유 번호일 수 있거나, "전
자 비서(electronic secretary)"를 결합점(meeting point)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 번호는 고정된 
비밀 번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 고려되는 상술한 미합중국 특
허원에 설명되어 있다.

제5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무선국을 나타낸다. 이동국(500)은 안테나(510)을 <27>
갖는다. 송신기(520)는 안테나(510)에 접속되어 있고 송신기 제어 유닛(552)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송신
기는 신호 처리 유닛(540)에 접속된다. 수신기(530)는 안테나에 접속되며 송신기와 함께 시간 다중화로 
사용된다. 수신기(530)는 또한 신호 처리 유닛(540)에 접속된다. 변조 및 이퀄라이징 목적의 무선 장비는 
블럭(520, 530)에 포함된다. 신호 처리 유닛(540)은 채널 코딩, 채널 디코딩, 그리고 입력 및 출력 음성
의 신호 처리용 장비를 포함한다. 또, 신호 처리 유닛(540)은 마이크로 폰 및 스피커(541) 그리고 제어 
논리(550)에 접속된다. 계속해서 제어 논리(550)는 송신기 제어 유닛(552) 그리고 키보드로부터의 신호를 
디스플레이 윈도우(560)에 적응시키는 IO(553)에 접속된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 순서의 형태로 제어 논리(550)에 구성되어 있으며 "재확립 논리<28>
(reestablishing logic, 551)"로 되어 있다. 제어 논리(550)는 본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는 방법에 따
라 접속을 모니터하여 접속 손실이 검출될 때 재확립 논리(551)에 기억된 전화 번호에 대한 호출을 개시
한다. 이 전화 번호는 이동 무선 단말의 키셋트를 통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블록(551)에 입력될 수 있는, 
서비스 노드 또는 전자 비서의 소정의 "비밀" 번호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전화 번호는 호출을 세팅
할 때, 즉 설정된 호출과 관련된 결합점의 IA 번호를 제공하는 FACCH에 따른 메시지에 의해 네트워크로부
터 블럭(551)으로 입력될 수 있다. 상술한 자동 재확립에 추가하여 가입자가 소정 키의 열을 손으로 누름
에 의해 호출이 재확립될 수 있으므로 블럭(550)의 감시 논리가 접속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해
도 호출 재확립을 할 수 있다. 결국, 가입자는 현재의 접속이 만족스러운 품질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될 때 재확립 루틴을 행할 수 있다.

제6도 및 제7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로서 유선 단말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에 재확립 루<29>
틴이 수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제6도에서 2개의 유선 전화 단말(601, 604)은 그들의 각 
로컬 스위치(610, 630) 및 서비스 노드 그리고 결합점(620)을 통해 현재 서로 통신하고 있다. 결합점에서
는 그들의 각 거래 번호에 의해 식별된 호출의 두 부분의 절반이 링크(621)로 표시한 바와 같이 서로 접
속된다. 로컬 스위치(610, 630)는 가입자 인터페이스 회로(611, 631), 스위치(612, 632) 그리과 관련된 
호출 메모리(614, 634)를 가진 처리 시스템(613, 633)을 갖는데, 여기서 각 거래 번호는 호출동안 및 호
출이 종료된 후의 소정 시간 주기 동안 기억된다.

제7도는 진행 중인 호출에 원치 않은 단절이 발생되었을 때(단계 701), 즉 사용자가 전화를 통해 <30>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가 온-후크 접촉을 할 때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 챠트이다. 원치 
않은 단절 후 사용자는 소정 키 또는 키열을 누르거나 혹은 몇몇의 키를 누룬 후 온-후크 접촉을 사용한
다. 즉 호출 재확립을 요청하는 "온-후크 접촉(on-hook contact), #, 7"을 사용한다. 관련된 로컬 스위치
는 해당 가입자가 거래 번호의 작동 호출 기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단말(601)의 메모리(614) 또는 단말
(641)의  메모리(634)를  조회함으로써 이러한 요청에 응답한다(단계 703).  대답이 예(YES)이면, 결합점
(620)에 대한 호출이 각 로컬 스위치(610, 630)에 의해 재확립된다(단계 704). 대답이 아니오(N0)이면, 
음향 신호가 가입자에 제공되어 접속이 재확립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단계 705). 이것은 인터럽션을 야
기하지 않는 가입자가 재확립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결국 상술한 경우와 동일한 순서로 되
기 때문에, 호출의 절반이 재접속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로컬 익스체인지(local exchange)가 식별할 
수 없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 및 기술하였지만, 여러가지 변형이 본 기술 분야의 숙<31>
련된 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1-3

1019950700208



본 출원은 개시되어 청구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영역 내에 속하는 임의의 모든 변형을 포함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을 포함하여 호출이 단절된 후에 상기 호출을 재확립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단말과 제1 무선국 간에 제1 무선 통신 경로가 호출의 단절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고, 상기 호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상기 단말과 제2 무선국 간에 제2 무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며, 상기 제2 무선국으로
부터 복수의 유선(wired) 통신 경로에 공통인 서비스 노드에 의해 선택된 결합점까지 유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고, 상기 결합점에서 호출의 쌍방이 서로 접속되는 호출 재확립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무선 통신 경로를 통해 상기 결합점으로의 새로운 재호출을 개시하는 단계 -상기 단말
은 호출 단절 이전에 상기 단말 또는 상기 단말에 영구 접속된 장비에 입력되어 저장되며 호출자들의 번
호와 다른 거래 번호(interaction number)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로의 상기 재호출을 개시함-; 및

상기 결합점이, 상기 거래 번호를 수신했을 때, 상기 단말을 상대방측에 재접속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호출 셋업중에 상기 단말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
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를 통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호출은 호출이 단절된 후에 자동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
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호출은 호출이 단절되고 가입자가 상기 단말 상의 키셋트 중 적어
도 하나의 키를 누른 후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이동 무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7 

통신 시스템에서 호출이 단절된 후에 단말로부터 상기 호출을 재확립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단말과 제1 무선국 간에 제1 무선 통신 경로가 호출의 단절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고, 상기 호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상기 단말과 제2 무선국 간에 제2 무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며, 상기 제2 무선국으로
부터 복수의 유선(wired) 통신 경로에 공통인 서비스 노드에 의해 선택된 결합점까지 유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고, 상기 결합점에서 호출의 쌍방이 서로 접속되는 호출 재확립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 무선 통신 경로를 통해 상기 결합점으로의 새로운 재호출을 개시하기 위한 수단 -상기 
단말은 호출 단절 이전에 상기 단말 또는 상기 단말에 영구 접속된 장비에 입력되어 저장되며 호출자들의 
번호와 다른 거래 번호(interaction number)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로의 상기 재호출을 개시함-; 
및

상기 단말을 상대방측에 재접속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호출 셋업 중에 상기 단말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
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를 통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호출은 상기 호출이 단절된 후에 자동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호출은 상기 호출이 단절되고 가입자가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중 
적어도 하나의 키를 누른 후 수동(manually)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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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이동 무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13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을 포함하여 호출에 참가하는 가입자의 허용 레벨 이하로 떨어진 품질을 
갖는 호출을 재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단말과 제1 무선국 간에 제1 무선 통신 경로가 호출의 단
절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고 상기 호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상기 단말과 제2 무선국 간에 제2 무
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며, 상기 제2 무선국으로부터 복수의 유선(wired) 통신 경로에 공통인 서비스 노드
에 의해 선택된 결합점까지 유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고, 상기 결합점에서 호출의 쌍방이 서로 접속되는 
호출 재확립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무선 통신 경로를 통해 상기 결합점으로의 새로운 재호출을 개시하는 단계 -상기 단말
은 호출 단절 이전에 상기 단말 또는 상기 단말에 영구 접속된 장비에 입력되어 저장되며, 호출자들의 번
호와 다른 거래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로의 상기 재호출을 개시함-; 및

상기 결합점이, 상기 거래 번호를 수신했을 때, 상기 단말을 상대방측에 재접속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호출 셋업 중에 상기 단말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를 통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호출은 호출 품질이 소정 시간 주기 동안 소정 수준 이하로 떨어
지고, 가입자가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중 적어도 하나의 키를 누른 후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
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이동 무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18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을 포함하여 호출에 참가하고 있는 가입자의 허용 레벨 이하로 떨어진 품질
을 갖는 호출을 재확립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단말과 제1 무선국 간에 제1 무선 통신 경로가 호출의 
단절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고, 상기 호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상기 단말과 제2 무선국 간에 제2 
무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며, 상기 제2 무선국으로부터 복수의 유선(wired) 통신 경로에 공통인 서비스 노
드에 의해 선택된 결합점까지 유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고, 상기 결합점에서 호출의 쌍방이 서로 접속되는 
호출 재확립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 무선 통신 경로를 통해 상기 결합점으로의 새로운 재호출을 개시하기 위한 수단 -상기 
단말은 호출 단절 이전에 상기 단말 또는 상기 단말에 영구 접속된 장비에 입력되어 저장되며, 호출자들
의 번호와 다른 거래 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노드로의 상기 재호출을 개시함-; 및

상기 단말을 상대방측에 재접속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호출 셋업 중에 상기 단말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 번호는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를 통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호출은 호출 품질이 소정 시간 주기 동안 소정 수준 이하로 떨어
지고 가입자가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중 적어도 하나의 키를 누른 후 수동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이동 무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23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을 포함하여 호출의 정상 종료후 호출을 재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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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과 제1 무선국 간에 제1 무선 통신 경로가 호출의 단절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고, 상기 호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상기 단말과 제2 무선국 간에 제2 무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며, 상기 제2 무선국으로
부터 복수의 유선(wired) 통신 경로에 공통인 서비스 노드에 의해 선택된 결합점까지 유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고 상기 결합점에서 호출의 쌍방이 서로 접속되는 호출 재확립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호출이 종료된 후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 중의 소정 키 또는 키 시퀀스를 누르는 단계;

상기 단말이 거래 번호와 함께 액티브 호출 기록(active call record)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거래 번호는 호출자들의 번호와 다름-; 및

상기 결합점이, 상기 거래 번호를 수신했을 때, 상기 단말을 상대방측에 재접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기록은 호출이 종료된 후에도 소정 시간 주기 동안 액티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자들 중 어느 한 측이 재확립 방법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상기 호출이 재확립될 수 없을 때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27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을 포함하여 호출의 정상 종료후, 호출을 재확립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단말과 제1 무선국 간에 제1 무선 통신 경로가 호출의 단절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고, 상기 호출의 
단절이 발생한 후에 상기 단말과 제2 무선국 간에 제2 무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며, 상기 제2 무선국으로
부터 복수의 유선(wired) 통신 경로에 공통인 서비스 노드에 의해 선택된 결합점까지 유선 통신 경로가 
설정되고 상기 결합점에서 호출의 쌍방이 서로 접속되는 호출 재확립 장치에 있어서,

호출 종료 후 상기 재확립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상기 단말상의 수단;

상기 단말이 거래 번호와 함께 액티브 호출 기록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거래 번호는 호출자들의 번호와 다름-; 및

상기 단말을 상대방측에 재접속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기록은 호출이 종료된 후에도 소정 시간 주기 동안 액티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자들 중 어느 한 측이 재확립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상기 호출이 재확립될 수 없을 때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재확립 절차는 상기 단말 상의 키 셋트 중 적어도 하나의 소정 키를 누름
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이동 무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유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3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유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3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유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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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유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37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유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장치.

청구항 3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이동 무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청구항 3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유선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출 재확립 방법.

요약

호출 단절후 또는 호출의 품질이 저하된 후 호출을 재확립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되어 있
다. 단절된 이동국은 주위 기지국의 신호 강도를 스캔하여 가장 높은 신호 강도를 가진 기지국을 액세스
한다. 그 후 이동국은 서비스 노드에 다시 새로운 호출을 개시한다. 계속해서 기지국은 이동국에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고 서비스 노드가 호출을 재접속한다. 또, 호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종료된 후에 임의의 
통신 네트워크에서 호출을 재확립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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