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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은, 종래 별개로 존재하던 사

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멀티 존이라는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멀티 존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연동하여 HLR 정보(가입자 정보)를 업 데이트하여 동기화 시킴으로써, 동기화된 HLR정보를 이용하여 수신 단말이 어

떤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호 처리

모듈(pBSC)로 SMS 전송을 요청하여 해당 단말로의 SMS 메시지 전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별도

로 해당 자신이 이동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위치등록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옵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업 데

이트되는 HLR DB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SMS 착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및 이를 이용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 흐름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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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간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SMS 서버에 대한 상세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메세지 전송 처리부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 및 VLR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HLR 동기화 프로세서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도 6에 도시된 HLR 프로세서의 sync_init() 쓰레드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HLR 동기화 프로세스의 th_sync_send() 쓰레드의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HLR 동기화 프로세스의 th_sync_recv() 쓰레드의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HLR 동기화 프로세스의 th_sync_work() 쓰레드의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로밍 서비스를 위한 HLR 프로세서간 동기화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간의 시스템 초기 동기화 동작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

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간의 수정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동작에 대한 동작 플

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자신이 등록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경우, 무선 단말이 위치한 시스템의 HLR과 연동하는 다른 지역의 시스템의 HLR간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동작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 요구 메시지와 동기화 요구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멀티 존

(Multi-Zone)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영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각각 가입한 가입자가 일 영

역에서 다른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 이동된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부터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이하 SMS라 칭함)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서로 다른 지역에 동종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각각 위치하여 하

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각각 등록된 무선 단말기가 자신

이 등록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가입자 정보의 연동으로 호 로밍 서비스 및 기타 부가 서비스(예를 들면, SMS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즉, 멀티 존에 위치한 각각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하나의 사설 무선 네트워

크 시스템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무선 단말이 어느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

여도 해당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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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들은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가입자의 단말기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

에 해당 무선 단말이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에는 이동된 해당 지역에서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다. 즉,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무선 단

말은 자신이 등록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만 발호, 착호 및 SMS 서비스와 같은 기타 부가 기능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는 것이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및 이를 이용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10)은 공중 BSC(Public BSC)(20)에 연결되고, 공중 BSC(20)는 공

중 MSC(30)에 연결된다.

또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10)은 유,무선 단말(11, 17), 사설 PBX(15), BTS(16), pBSC(13), HLR(14) 및 SMS 서

버(12)를 포함할 수 있다. 유선 단말(11)과 SMS 서버(12)는 IP망(IP Network)에 각각 연결되어진다.

SMS 서버(12)는 유선 단말(11)로부터 IP망을 통해 SMS 서비스 요구 접속이 있는 경우, 유선 단말(11)과 IP망을 통해 접

속하는 웹 서버와(미도시), 시스템(10)내 등록된 그리고 시스템(10)의 서비스 영역에 위치한 무선단말(17)로 SMS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SMS 서버(12)내 데이터

베이스는 HLR(14)과 연동하여 HLR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또한, pBSC(13)는 VLR(미도시)을 포함하고 있으며, VLR은 HLR(14)과 동기화되어 동일한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 기술에 따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동작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유선 단말(11)로부터 IP망을 통해 SMS 서버(12)로 SMS 서비스 요구가 있는 경우, SMS 서버(12)는 사용자가 요구

한 SMS 메시지를 구성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상대 무선 단말(16)의 가입자 정보를 HLR(14)과 동기화된 자신의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단말의 위치를 확인한다.

만약, 무선 단말(16)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10)의 서비스 영역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우, 상기 구성된 SMS 메시

지를 IP망을 통해 pBSC(1)로 전송한다. 따라서, pBSC(13)는 해당 메시지를 BTS(16)를 통해 해당 무선 단말(17)로 전송

한다.

결국, 종래 기술에 따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은,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된 무선 단말 가입자에게만 호 서비스 및 기타

부가 서비스 예를 들면 SMS 서비스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무선 단말이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호 서비스 및 SMS서비스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종

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SMS 서비스는 하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 위치한 단말에서만 그 서비스가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에는 두 시스템간의 연동

가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내 사용자간 SMS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별개

로 존재하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멀티 존이라는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멀티 존의 사설 무선 네

트워크 시스템간 연동하여 HLR 정보(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동기화 시킴으로써, 동기화된 HLR정보를 이용하여 수

신 단말이 어떤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

템의 호 처리 모듈(pBSC)로 SMS 전송을 요청하여 해당 단말로의 SMS 메시지 전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즉, 사용자가 별도로 자신이 이동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위치등록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옵션 설정을 하지 않

더라도, 업데이트되는 HLR DB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구내 통화 서비스 및 SMS

착신이 가능하도록 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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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구내 단말(DGP)과 무선단말에 다중 착신 기능이 설정되었다면, 구내 단말에는 그 단말이 구

성된 PBX로 SMS 메시지를 전송하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고, 무선단말에는 해당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BSC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SMS의 다중착신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SMS 서비스 방법의 일 실시예에 따

르면, 다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에 등록된 각각의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동기화하는 단계;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수신

된 SMS 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동기화된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상기 구성된

SMS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는 IP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단말은, SMS 메시지의 전송을 요구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유,무선 단말이고,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은 SMS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유,무선 단말이다.

상기 동기화하는 단계는, 상기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간에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 하

는 제1 동기화 단계와; 상기 각 HLR간 동기화가 이루어진 후, 각 HLR이 위치하는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내

SMS 서버의 SMS 데이터베이스와 HLR간에 가입자 정보를 동기화 하는 제2 동기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동기화 단계는, a)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초기 셋업시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의 가입자 정

보를 설정된 시스템 ID에 따라 IP 네트워크를 통해 HLR 간 초기 동기화를 수행하고, b) 상기 초기 동기화가 이루어진 후,

UI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정보의 변경, 삭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 및 삭제된 가입자 정보를 자신의 시스템의

HLR에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설정된 시스템 ID에 따라 연동하는 각 존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의 HLR로 IP 네트워크를 전송하여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하며, c) 초기 동기화 과정이 이루어진 후, 임의의 일 무선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메시지의 위치 정보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이 등록된 사설 무선 네트워

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HLR에 위치 등록 및 가

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멀티 존의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

스템으로 전송하여 위치 등록 변경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상기 제2 동기화 단계는, 상기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 간 동기화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가입자 정보를

리드하여 상기 SMS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하여 HLR과 SMS 데이터베이스간 동기화를 수행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가 다른 존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해

당 위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주소로 상기 구성된 SMS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한다.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되어 저장되는 가입자 정보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단말이 현재 위치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 존으로 구성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SMS 서비스 방법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다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간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와, 각 HLR과 각 HLR이 위치하는 해당 사설 무

선 네트워크 시스템 내 SMS 서버의 SMS 데이터베이스간에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동기화 하는 단계;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경우, 상기 수신된 SMS

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동기화된 SM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SMS

를 전송하고자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제2 단말의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연동되는 사

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IP주소로 상기 구성된 SMS 메시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 존으로 구성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면, 다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에 등록된 각각의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동기화하는

동기화 수단;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수신된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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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동기화된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상기 구성된 SMS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SMS 메시지 처리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동기화 수단은, a)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초기 셋업시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설정된 시스템 ID에 따라 IP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간 초기 동

기화를 수행하고, b) 상기 초기 동기화가 이루어진 후, UI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정보의 변경, 삭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 및 삭제된 가입자 정보를 자신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설정

된 시스템 ID에 따라 연동하는 각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IP 네트워크를 전송하

여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하며, c) 초기 동기화 과정이 이루어진 후, 임의의 일 무선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메시지의 위치 정보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이 등록된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서비스 영역

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등록 및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업데

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멀티 존의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위치 등록 변

경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상기 SMS 메시지 처리 수단은,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와 동일한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SMS 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주기적으로 액세스하여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를 리드하여 상기 SMS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여 가입자 정보를 동기화하는 동기화 처리부; a) 제1 단말

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면, 수신된 SMS 전송 요구 신호

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한 후, 구성된 SMS 메시지 데이터 패킷을 메시지 큐에 일시 저장하고, b)

상기 SM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SMS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연동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를 검색하여, 검색된 IP주소로 상기 메시지 큐에 저

장된 SMS 메시지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SMS 메시지 처리부를 포함한다.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HLR, VLR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와 각각 연결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기 각 사설 무

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셋업시 등록된 가입자 정보, UI를 통한 가입자 정보의 변경(수정/추가/삭제)시 변경된 가입자 정보

및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간에 이동시 위치 등록 변경된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자신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 후,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되는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

스로 전송하여 시스템간의 가입자 정보를 동기화하는 동기화부;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경우, 상기 동기화부를 통해 동기화된 가입자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연동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를 검색하여 검색된 IP주

소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SMS 메시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SMS 메시지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

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단문 메시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간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서

비스 영역을 갖는 다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과 각각 연결된 공

중 이동 통신 망 즉, BSC(110, 130) 및 MSC(120)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은 도 2에서

2개의 지역에 대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에 대해서만 도시하였으나, 다수의 지역에 위치한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과 각각 연결될 수 있다. 즉, 도면에는 2 랙(Rack)에 대하여만 도시하였으나, N 랙(Rack)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각 지역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서비스 영역을 갖는 각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100, 200)은, 해당 시스템에 등

록된 다수의 무선 단말기(A1, A2), BTS(210, 310), pBSC(220, 320), HLR(230, 330), 및 PBX(240, 340)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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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중 이동 통신망의 BSC(110, 130)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의 HLR(230, 330)과 pBSC(220, 320)

와 각각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의 PBX(240)와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300)의 PBX(340)는 INI 인터페이스 전

용 라인(예를 들면 T1 라인)으로 연결되어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에 각각 등록된 유, 무선 단말기간의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위한 호 신호를 인터페이싱을 수행한다. 여기서, 전용 라인(TI)을 통한 인터페이스(INI)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본 출원인 1998년 04월 06일자로 특허 출원한 특허 출원번호 10-1998-0012065호에 의해 이미 출원된

바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의 로밍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 정보를 상호 동기화(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

역에 위치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의 HLR(230, 330)은 IP망에 각각 연결되어진다. 또한, PSTN에는 유선

전화(E, F)가 각각 연결되어진다. 도 2에 도시된 지역 1과 지역 2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위치이다.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내의 HLR(230, 330)은 가입자 위치등록 기능 및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 기능을 수행하고, pBSC(220, 330)에 포함된 VLR은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 방문한 무

선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각 지역에 위치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의 HLR 및 VLR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들은 IP망을 통해 시스템 초기화시, 가입자 정보 변경/추가/삭제 및 무선 단말

이 서로 다른 지역의 시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 상호 동기화되어 일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

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이 또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에도 이동한 해당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 및 VLR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에 따라 호 서비스 및 SMS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의 HLR 및 VLR의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

하게 후술하기로 한다.

또한, 도 2에 도시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의 SMS 서버(260, 360)는, 유선 단말(250, 350)로부

터 IP 망을 통해 SMS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SMS 착신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위치의 사설 무선 네트워

크 시스템의 pBSC의 IP 주소로 SMS 메시지를 IP망을 통해 전송한다.

이러한, SMS 서버(260, 360)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살펴보자

도 3은 도 2에 도시된 SMS 서버에 대한 상세 블록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메세지 전송 처리부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SMS 서버(260, 360)는 웹 서버(261, 361), SMSC(SMS Center)(262, 362), 메시지 전송 처리

부(263, 363), DB 서버(264, 364), 가입자 정보 동기화부(265, 365) 및 데이터베이스(266, 366)를 포함할 수 있다.

가입자 정보 동기화부(265, 365)는, HLR(230, 330)에 등록된 사용자 단말 등록 정보를 리드하여 DB 서버(264, 364)를

통해 SMS 서버(260, 360)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266, 366)에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사용자 단말 등록 정보를 HLR

(230, 330)과 동기화 시키는 것이다.

즉, 기존 모바일 사용자 단말에 대한 등록 정보가 메모리상에서 파일 DB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한번 조회시 대략 250M의

메모리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시스템 리소스(Resource)에 대한 과부하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동작 속도도 저

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데이터베이스(266, 366) 역시 상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도록 구성하여 액세스 시간의 단축 및

메모리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SMSC(262, 362)는 전송하고자 하는 SMS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IP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목적지 단말이 위치하는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BSC로 전송하는 모듈로서, 구내망으로의 메시지 전송시 제 전송 플로우가 구현되

어 있다.

또한, SMSC(262, 362)는 데이터베이스(266, 366)에 저장된 SMS 메시지 수신 단말의 위치 정보 및 단말 정보를 조회하

고, 해당 단말의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BSC IP의 주소로 SMS 메시지를 IP 네트워크를 통

해 전송하게 된다.

또한, SMS 메시지 전송 결과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SMS 메시지 발신/수신 내역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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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전송 처리부(263,363)는 SMSC(262, 362)로부터 SMS 메시지 전송 처리 요구신호가 있는 경우, 해당 SMS 메시지

전송 데이터 포맷을 구성하고, DB 서버(264, 364)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SMS 메시지 수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해당 단말의 위치 정보 파악 후, 해당 단말이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

우,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BSC의 IP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IP주소 정보 및 상기 구성된 SMS 메시지 데이터

포맷을 SMSC(262, 362)로 제공하여 해당 IP주소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BSC로 IP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한 메시지전송 처리부(263, 363)의 구성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 전송 처리부(263, 363)는, 수신부(263a, 363a), 메시지 처리부(263b, 363b) 및 DB I/F

(263c, 363c)를 포함한다.

수신부(263a, 363a)는 SMSC(262, 362)로부터 SMS 전송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의 소켓 중 일 소켓을 통해 수신하여 해

당 신호를 메시지 처리부(263b, 363b)로 제공한다.

메시지 처리부(263b, 363b)는 수신부(263a, 363a)를 통해 수신된 SMS 메시지 전송 요청에 따라 SMS 메시지의 전송 데

이터 포맷을 구성하고, 구성된 SMS 전송 데이터 포맷 데이터를 메시지 큐에 임시 저장하고, DB 인터페이스(263c, 363c)

를 통해 DB서버(264, 364)로 SMS 수신 단말의 위치 정보 확인 요청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메시지 처리부((263b, 363b)는, DB 서버(264, 364)로부터 SMS 메시지 수신 단말의 위치 정보 및 해당 위치에 상응

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BSC IP주소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메시지 큐에 저장된 SMS 메시지와 해당 사설 무

선 네트워크 시스템 pBSC IP 주소 정보를 SMSC(262, 362)로 전송한다. 따라서, SMSC(262, 362)는 메시지 처리부

(263b, 363b)로부터 전송되는 SMS 메시지를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BSC의 IP주소로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로밍 서비스 및 로밍 서비스를 통한 단문 메

시지 서비스 동작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로밍 서비스 및 SMS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시스템의 HLR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를 시스템 초기화(Setup)시에 동기화하여야 하는데, 시스템 초기화시 가입자 정보 동기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도 5는 각 시스템의 HLR 및 VLR의 데이터베이스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교환 시스템에서 단말의 등록 정보 구성은 공중망 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운용된다.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장하는 pBSM(Private Base Station Manager)내에 HLR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고,

pBSC내에 VLR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어 HLR과 VLR은 항상 동기화 되어 같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무선 단말은 주기적으로 위치 등록 메시지에 단말의 정보(MIN, ESN, IMSI 등)를 실어 송신하게 되는데, 이 단말

의 정보를 통해 VLR 및 HLR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페이징 시스템 ID(Paging System ID)를 갱신하여 줌으로써, 현재 이

단말이 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HLR, VLR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MS_Tel은 무선 단말의 구내 번호 정보, MS_Min은 무선 단말 번호 정

보, Cos는 가입자별 서비스 등급 정보, Tenant는 가상 교환기의 넘버 정보, org_hlr_id는 최초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자가 등록된 CM(Call Manager) ID, MCC_MNC_LEN은 시스템 코드, MCC_MNC_0는 국가코드, PageSYSID는 위

치 등록이 올라온 CM ID 정보로서, 이전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비교하여 위치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 해당 정보를 업데

이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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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도면에서 지역 1(InfoMobile Zone 1)에 등록된 단말 A1이 지역 1에서 지역 2(InfoMobile Zone

2)로 위치를 이동하였다면, 단말은 시스템 파라메타 메시지(System Parameter Message)(Registration Message)를 통

해 [지역 2]에 위치한 BTS(310)로 자신의 정보(MIN, ESN, IMSI..)를 실어 전송하게 된다.

이를 수신한 [지역 2]의 BTS(310)는 pBSC(320)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pBSC(320)에서는 수신된 단말의 MIN(또는

ESN, IMSI)정보를 이용하여 DB를 검색하여 이 단말이 등록된 CM ID와 현재 자신이 위치한 서비스 영역의 CM ID가 다른

경우 단말이 위치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여, VLR 및 HLR의 정보를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무선 단말이 전화를 걸거나(Origination Message) 받을 때(Page Response Message) 자신의 정보를 송신하게 되

므로 이를 이용하여 pBSC(320)에서는 단말의 위치 등록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로밍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 300)의 HLR(230, 330) 및 VLR 간

의 가입자 정보를 동기화 시켜야 하는데,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째,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초기 셋업시 동기화를 수행하고, 둘 째, UI(User Interface)를 통한 가입자 정보 추

가/변경/삭제시 동기화를 수행하며, 세 째, 다른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여 호 요구를 통한 가입자 상태 정보 변경시 각 사

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 및 VLR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HLR 동기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대하여 도 6을 참조하여 살펴보자.

도 6은 HLR 동기화 프로세서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HLR 동기화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각 스레드(Thread)는, init(), sync_init(), th_sync_send(),

th_sync_recv(), th_sync_work(), th_link_send(), th_link_recv()로 이루어질 수 있다.

init() 쓰레드는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쓰레드로서,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공통 정보를 초기화하고, 공유 메모리

의 세그먼트를 초기화하며, 소켓 및 자신의 HLR ID를 초기화한다.

Sync_init() 쓰레드는 시스템의 초기 셋업시 HLR의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한 쓰레드로서, 자신의 HLR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가입자 정보를 다수 지역에 위치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로 IP망을 통해 전송해 주

는 쓰레드이다.

th_sync_send() 쓰레드는 시스템 운용중 UI 또는 VLR을 통해 가입자 정보의 변경/추가/삭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추가

/삭제되는 가입자 정보를 연동하는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HLR의 th_sync_recv() 쓰레드로 IP망을 통해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h_sync_recv() 쓰레드는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HLR의 th_sync_send() 쓰레드에서 전송하는 초기 동

기화 요구 메시지, 운용중 동기화 요구 메시지, 상기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 및 가입자 정보(초기화 동기

화시 가입자 정보, 운용중 변경되는 가입자 정보를 포함)를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h_sync_work() 쓰레드는 상기 th_sync_recv() 쓰레드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를 타입에 따라 처리하고, 가입자 정보 수정

은 직접 수행하지 않고 hlr_srv에서 할 수 있도록 수신된 메시지를 송신한다.

th_link_send() 쓰레드는 시스템 초기 셋업 동기화, 가입자 정보 변경/삭제/추가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위해 각 지역에

위치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의 링크를 체크하기 위한 메시지의 전송 및 링크 상태를 판단하는 쓰레드이다.

th_link_send() 쓰레드는 연동하는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 내 th_link_send() 쓰레드로부터 전송

되는 링크 체크 메시지를 수신하는 쓰레드이다.

이와 같은 동기화 과정을 수행하는 각 쓰레드들의 구체적인 동작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도 7은 도 6에 도시된 sync_init() 쓰레드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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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초기 셋업시 연동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과의 동기화가 필요한지를 판단

한다. 즉, 초기 동기화를 위한 플래그 체크(Flag Check)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S101).

만약, 동기화 플래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이미 초기 동기화 플래그 체크가 완료된 경우 초기 HLR간 동기화 상

태 플래그를 세팅한다(S102).

한편, 동기화 플래그 체크가 필요한 경우, 연동하는 HLR과의 링크 상태를 체크하여 링크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한

다(S103). 즉, 상기한 th_link_send() 쓰레드를 통해 링크 체크 메시지를 연동하는 다른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내 HLR의 th_link_recv() 쓰레드로 전송하여 응답되는 응답 신호에 따라 링크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것이다.

연동하는 HLR과의 링크 상태가 이상이 없는 경우, 자신의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연동하는 HLR로 요구하게 되는데, 자

신의 HLR ID로 등록된 모든 가입자 중 가입자 정보에 동기화 플래그가 세팅된 가입자에 한해 ID 순서대로 동기화를 요구

한다. 여기서, 일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로 모두 동기화 정보를 요구한 후, 연동하는 다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로 순차적으로 동기화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S104).

즉, sync_init()쓰레드는 도 7에 도시된 HLR 동기화 프로세스 구동시 최초 1번만 수행되며, 이 과정이 종료되어야 다른 쓰

레드가 수행되는 것이다.

또한, sync_init()쓰레드 동작 진행중에는 UI를 통한 가입자 정보의 추가/삭제/수정이 불가하며, 연동하는 HLR로 동기화

를 위해 요구하는 가입자 정보의 응답 처리는 th_sync_recv() 쓰레드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동작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초기 동기화 후 UI를 통한 가입자 정보의 추가/삭제/변경된 가입자 정보에 대해 동기화 처리를 수행하는 쓰레드

인 th_sync_send() 쓰레드의 동작에 대하여 살펴보자.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HLR 동기화 프로세스의 th_sync_send() 쓰레드의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 정보에 대한 변경 플래그를 체크하여 정보의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S201). 즉, UI를 통해

가입자 정보의 변경/삭제/추가 등의 요구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UI를 통해 가입자 정보의 변경/추가/삭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동하는 HLR과의 링크 상태를 체크한다(S202). 여기

서, 연동하는 HLR과의 링크 상태 체크는 th_link_send() 쓰레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링크 체크 결과, 연동하는 HLR과의 링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가입자 정보의 변경 내용에 따라 연동되는 HLR로 동기화 요

구 메시지를 전송한다(S203). 여기서, 전송되는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는 UI로부터 요구되는 변경/추가/삭제되는 가입자

정보를 포함한다.

결국, th_sync_send() 쓰레드는 초기 동기화가 이루어진 후, 추가/삭제/변경된 가입자 정보에 대해 동기화 처리를 수행하

는 쓰레드로서, 전체 가입자 정보에 대한 변경 플래그를 체크하여 동기화를 진행한다. 여기서, 연동되는 HLR 동기화 요구

에 대한 응답 처리는 th_sync_recv() 쓰레드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도 9를 참조하여 th_sync_recv() 쓰레드의 동작에 대하여 살펴보자.

도 9은 본 발명에 따른 HLR 동기화 프로세스의 th_sync_recv() 쓰레드의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메시지 버퍼를 초기화한다(S301).

메시지 버퍼가 초기화되면, 자신이 속한 HLR의 sync_init() 쓰레드 및 th_sync_send() 쓰레드에서 요구한 동기화 메시지

에 대한 연동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HLR의 sync_init() 쓰레드 및 th_sync_send() 쓰레드로부터 전송되는 동기

화 메시지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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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결과, 연동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HLR의 sync_init() 쓰레드 및 th_sync_send() 쓰레드로부터 전송되는 동

기화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동기화 메시지를 상기 초기화된 메시지 버퍼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다(S303). 즉, 수신 메

시지 처리 동안의 메시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 버퍼에 동기화 메시지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것으로, 실제 동기화

처리는 th_sync_work() 쓰레드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기 th_sync_recv() 쓰레드를 통해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동기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동하는 멀티 존의 사설 무

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간의 가입자 정보 동기화 처리를 수행하는 th_sync_work() 쓰레드의 동기화 동작에 대하여 도

10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HLR 동기화 프로세스의 th_sync_work() 쓰레드의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th_sync_recv() 쓰레드를 통해 메시지 버퍼에 동기화 메시지가 수신/저장되었는지를 판

단한다(S401).

판단 결과, 메시지 버퍼에 동기화 메시지가 수신되어 저장된 경우, 수신된 메시지가 어떤 타입의 메시지인지를 판단한다

(S402).

판단 결과,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 타입이 동기화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경우, 수신된 메시지에 따라 해당 가입

자 정보의 동기화 플래그를 리셋한다(S403). 즉, 자신이 속한 HLR 동기화 프로세서의 sync_init() 또는 th_sync_send()

쓰레드로부터 요구한 동기화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경우, 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한 해당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플래

그를 리셋하여 해당 가입자의 동기화 플래그 체크를 완료한다.

그러나, S402단계에서,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 타입이 연동하는 멀티 존의 일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HLR 동기

화 프로세서의 sync_init() 또는 th_sync_send() 쓰레드로부터 전송되는 동기화 요구 메시지인 경우, 수신된 동기화 메시

지를 체크하여 HLR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만 하는 동기화 메시지인지를 판단한다(S404).

만약, 업데이트가 필요한 동기화 요구 메시지인 경우,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대한 동기화 요구 응답 메시지를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HLR 동기화 프로세서의 th_sync_recv() 쓰레드로 전송하고, 수신된 동

기화 요구 메시지에 해당하는 HLR 가입자의 정보를 수정하게 된다. 또한, HLR 가입자 정보의 수정이 완료되면 자신이 속

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pBSC내의 VLR로 가입자 정보 수정을 요구하여 HLR과 VLR간의 동기화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S405).

이하, 상기한 HLR 동기화 프로세서의 각 쓰레드를 이용하여 실제 초기 동기화, UI로부터의 가입자 정보의 수정시 동기화,

무선 단말기의 위치 등록 변경시 동기화 과정을 수행하는 신호의 흐름을 도 11 내지 도 14를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

자. 이때, 각 동기화 과정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기한 멀티 존의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고 표

기하기 쉽게 InfoMobile A, B....로 표기하기로 하고, 도 11에 도시된 WSM은 각 InfoMobile A, B...의 호를 관리하는 장치

로서, 도 2에 도시된 각 지역의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InfoMobile A, B...)(200, 300....)내의 HLR(230, 330)

을 포함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로밍 서비스를 위한 동기화 흐름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InfoMobile

A 와 InfoMobile B간에 송수신되는 메시지들은 IP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동기화시의 흐름을 보면, 만약, InfoMobile A(200)의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⑥의

sync_init() 쓰레드를 통해 InfoMobile B의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로 IP망을 통해 초기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전

송하면, InfoMobile B의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의 th_sync_recv() 쓰레드에서 초기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수신

하게 된다.

초기 동기화 메시지를 수신한 th_sync_recv() 쓰레드는 수신된 초기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메시지 버퍼에 일시 저장하고,

일시 저장된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따라 InfoMobile B의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의 th_sync_work() 쓰레드는

InfoMobile A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동기화에 따른 응답 메시지를 IP망을 통해 InfoMobile A(200)의 동기화 프로

세서(SYNC_SRV)⑥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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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obile A(200)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⑥의 th_sync_recv() 쓰레드는 InfoMobile B 동기화 프로세서(SYNC_

SRV)ⓕ의 th_sync_work() 쓰레드로부터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메시지 버퍼에 일시 저장하게 되고,

InfoMobile A(200)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⑥의 th_sync_work() 쓰레드는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응답 메시지에

따라 shared mem()③와 db_file()⑤의 해당 가입자 정보의 초기 동기화 플래그를 리셋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InfoMobile B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의 th_sync_work() 쓰레드는 th_sync_recv() 쓰레드를 통해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동기화 요구 메시지(InfoMobile A에 등록된 다수의 가입자 정보를 포함)를 순차적으로 리드하여 HLR_

SVRⓑ의 th_sync() 쓰레드로 제공한다. 그러면, HLR_SVRⓑ의 th_sync() 쓰레드는 th_sync_work() 쓰레드로부터 제공

되는 가입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db_lib())ⓓ를 통해 shared mem()ⓒ와 db_file()ⓔ에 저장된 HLR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스템 초기 동기화 흐름을 첨부한 도 12의 동작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도 12는 연동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HLR간의 시스템 초기 동기화 동작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이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에 각각 무선 단말 가입자가 등록된 상태에서, 만약

InfoMobile A(200)에서 InfoMobile B(300)으로 동기화 요구를 한 경우, InfoMobile A(200)의 pHLR은 먼저 초기에 등록

된 초기 가입자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S501).

그리고, 자신(InfoMobile A의 pHLR)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가입자 정보를 포함한 초기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IP망을 통해 InfoMobile B(300)의 pHLR로 전송한다(S502).

InfoMobile B(300)의 pHLR은 InfoMobile A(200)의 pHLR로부터 전송된 초기 동기화 메시지에 포함된 가입자 정보를 자

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InfoMobile A(200)로 전송한다. 또한,

InfoMobile B(300)의 pHLR은 자신의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위해 업데이트되는 가입자

정보를 pBSC내 pVLR로 제공하여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것이다(S504).

InfoMobile B(300)의 pHLR로부터 전송된 응답 메시지에 따라 InfoMobile A(200)의 pHLR은 해당 가입자 정보 동기화 플

래그를 리셋하게 된다(S502).

이어, InfoMobile A(200)의 pHLR은 모든 가입자 정보에 대하여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고(S505), 모든 가입

자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동기화)가 완료되었으면, 시스템 초기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과정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S506).

이어, 도 11을 참조하여 UI로부터 가입자 정보의 수정(추가/삭제/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동기화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InfoMobile A(200)의 UI①의 uim_cdmx() 쓰레드를 통해 가입자 수정이 발생된 경우, 수정된 가입자 정보는 HLR

서버(HLR_SVR)②의 hlr_proc()쓰레드로 제공된다.

hlr_proc()쓰레드는 UI①로부터 입력되는 수정된 가입자 정보를 db_lib()④쓰레드로 제공하여 shared mem()③와 db_file

()⑤의 해당 가입자 정보를 수정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가입자 정보의 수정이 완료되면, InfoMobile A(200) SYNC_SVR⑥의 th_sync_send() 쓰레드는 수정된 가입자 정보

를 포함하는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InfoMobile B(300)의 SYNC_SRVⓕ로 IP망을 통해 전송하고, 전송된 수정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요구 메시지는 InfoMobile B의 SYNC_SRVⓕ의 th_sync_recv() 쓰레드를 통해 수신되는 것이다.

수정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SYNC_SRVⓕ의 th_sync_recv() 쓰레드는 수신된 수정 가입자 정보

의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메시지 버퍼에 일시 저장하고, 일시 저장된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따라 InfoMobile B(300)의

SYNC_SRVⓕ의 th_sync_work() 쓰레드는 InfoMobile A(200)로부터 IP망을 통해 전송된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따라 가

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동기화에 따른 응답 메시지를 IP망을 통해 InfoMobile A(200)의 SYNC_SRV⑥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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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obile A(200)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⑥의 th_sync_recv() 쓰레드는 InfoMobile B 동기화 프로세서(SYNC_

SRV)ⓕ의 th_sync_work() 쓰레드로부터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메시지 버퍼에 일시 저장하게 되고,

InfoMobile A(200) 동기화 프로세서(SYNC_SRV)⑥의 th_sync_work() 쓰레드는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응답 메시지에

따라 shared mem()③와 db_file()⑤의 해당 가입자 정보의 수정 동기화 플래그를 리셋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InfoMobile B(300) SYNC_SRVⓕ의 th_sync_work() 쓰레드는 th_sync_recv() 쓰레드를 통해 메시지 버퍼에 저장

된 수정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리드하여 HLR_SVRⓑ의 th_sync() 쓰레드로 제공한다. 그러

면, HLR_SVRⓑ의 th_sync() 쓰레드는 th_sync_work() 쓰레드로부터 제공되는 수정된 가입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라

이브러리(db_lib())ⓓ를 통해 shared mem()ⓒ와 db_file()ⓔ에 저장된 해당 HLR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UI를 통해 가입자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과정은 시스템 초기 동기화 과정이 이루

어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와 같이 UI로부터 가입자 정보 수정이 있는 경우 수정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흐름을 첨부한 도 13의 동작 플로우챠트

를 참조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도 13은 연동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pHLR간의 수정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동작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이

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약 InfoMobile A(200)의 UI로부터 가입자 정보의 수정(변경/삭제/추가)이 있는 경우(S601),

수정된 가입자 정보는 InfoMobile A(200)의 pHLR 및 pBSC의 pVLR의 해당 가입자 정보에 각각 업데이트된다(S602,

S603).

이어, InfoMobile A(200)의 pHLR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입자 정보의 수정 동기화 플래그를 체크하여 수정된 가입자 정보

의 업데이트를 위한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IP망을 통해 연동되는 InfoMobile B(300)의 pHLR로 전송한다(S604).

InfoMobile B(300)의 pHLR은 InfoMobile A(200)의 pHLR로부터 전송되는 수정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InfoMobile A(200)

로 전송한다(S605). 또한, InfoMobile B(300)의 pHLR은 자신의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위

해 업데이트되는 가입자 정보를 pBSC내 pVLR로 제공하여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것이다(S606).

InfoMobile B(300)의 pHLR로부터 전송된 응답 메시지에 따라 InfoMobile A(200)의 pHLR은 해당 가입자 정보의 변경 플

래그를 리셋하게 된다(S607).

한편, 자신이 등록된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서 다른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경

우 이동된 무선 단말의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흐름은 도 11의 표에서와 같이 상기한 가입자 정보의 수정시 동기화 과정과

그 흐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고, 도 14에 도시된 동작 플로우챠트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4는 자신이 등록된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에서 다른 지역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경

우, 무선 단말이 위치한 InfoMobile 시스템의 pHLR과 연동하는 다른 지역 InfoMobile 시스템의 pHLR간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동작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이다.

만약, InfoMobile B(300)에 등록된 무선 단말이 InfoMobile A(200)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여 InfoMobile A(200)로

호를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 등록 메시지를 InfoMobile A(200)의 BTS를 통해 pBSC로 전송한다.

InfoMobile A(200)의 pBSC는 수신된 무선 단말의 위치 등록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pVLR에 저장된 해당 단말의 위치 정

보의 등록을 변경한 후(S701), 해당 가입자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해 pHLR에 위치 정보가 변경된 무선 단말의 가입자 정보

를 제공한다. 따라서, pHLR은 pBSC(pVLR)로부터 제공되는 변경된 가입자 정보에 따라 해당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

고, 해당 가입자 정보의 변경 플래그를 세팅한다(S702).

그리고, InfoMobile A(200)의 pHLR은 가입자 정보의 변경 플래그를 체크하여 위치 정보가 변경된 가입자 정보의 업데이

트를 위한 동기화 요구 메시지를 IP망을 통해 연동되는 InfoMobile B(300)의 pHLR로 전송한다(S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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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obile B(300)의 pHLR은 InfoMobile A(200)의 pHLR로부터 전송되는 변경된 무선 단말의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 메

시지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동기화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InfoMobile A(200)로 전송한다(S605). 또한, InfoMobile B(300)의 pHLR은 자신의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위해 업데이트되는 가입자 정보를 pBSC내 pVLR로 제공하여 가입자 정보 즉, 무선 단말의 위치 정보를

변경 등록하는 것이다(S705).

InfoMobile B(300)의 pHLR로부터 IP망을 통해 전송된 응답 메시지에 따라 InfoMobile A(200)의 pHLR은 해당 가입자 정

보의 변경 플래그를 리셋함으로써, 위치 정보가 변경된 무선 단말의 가입자 정보 동기화 과정이 완료되어 위치 이동한 무

선 단말의 구내호, 국선호 등 다양한 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S706).

여기서, 상기한 동기화 과정에서 IP망을 통해 연동되는 HLR간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요구 메시지와 동기화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의 구조의 일예는 아래와 같으며, 메시지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첨부한 도 15에 도시되어 있다.

typedef struct

{

unsigned char msg_from; // 0x00:hlr_srv, 0x01:other hlr_sync

unsigned char msg_type; // 0x0a:Add, 0x0c:Change, 0x0d:Delete

unsigned char req_ack; // 0x00:Req., 0x01:Ack

unsigned char src_hlr_id; // self hlr id

unsigned char dst_hlr_id; // dest hlr id (0-3)

unsigned char rsvd1; // reserved for resolution

unsigned short hlr_index; // hlr index

unsigned char data[sizeof(MSC_VLR_DB_BUF)]; // hlr_db_data(152 byte)

unsigned char rsvd[40]; // reserved

} SYNC_MSG; // Total 200 bytes

상기한 동기화 요구 메시지와 동기화 응답 메시지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시지 구분자 정보, 메시지 타입 정보, 동

기화 요구 또는 응답 구분 정보, 자신의 HLR ID 정보, 목적지(상대)HLR ID 정보 및 실제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가입자 정

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메시지 타입 정보는 가입자 정보 추가, 가입자 정보 수정, 가입자 정보 삭제 등의 타입 정

보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InfoMobile 시스템간 로밍 서비스 및 SMS 서비스 동작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도 2를 참조하여 멀티 존 InfoMobile 시스템간 로밍 서비스 동작을 각 실시예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때, 해당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 지역내의 유선 또는 무선 단말간의 구내 호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동작이 종래 기술과 동일하

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로밍 서비스의 제1 실시예는 도 2에 도시된 지역 1(InfoMobile Zone 1)에 등록된 무선 단말 B1이 지역 2

(InfoMobile Zone 2)로 이동한 경우 로밍 서비스 동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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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발명에 따른 로밍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 13 및 도 14와 같은 각 InfoMobile 시스템간 가입자 정보의

초기 동기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의 HLR 간 초기 가입자 동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

템(20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300)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경우, 위치 이동한 무선 단

말은 자신의 위치 등록 메시지를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300)의 BTS(310)를 통해 pBSC(320)로 전송한다.

pBSC(320)는 무선 단말 A1으로부터 전송되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분석하여 현재 무선 단말 A1의 위치와 VLR 및 HLR

(33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의 위치 정보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등록된 위치 정보와 현재 무선단말 A1의 위치 정보가 다른 경우, pBSC(320)는 VLR 및 HLR(330)의 사용자 등록 정

보(위치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이와 같이, InfoMobile 시스템(300)의 VLR과 HLR(330)의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InfoMobile 시스템(300)과 연동되

는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100)간에 변경된 가입자의 동기화를 위한 HLR 동기화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위치 등

록 변경에 따른 가입자 정보 변경의 HLR 동기화 방법은 상기한 도 11과 도 14의 설명을 통해 상세화 되었기 때문에 그 설

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각 시스템간 HLR 동기화는 IP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치 등록 변경에 따른 연동되는 InfoMobile 시스템 간 HLR 동기화를 통해 HLR과 VLR의 위치 정보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지역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되고, 현재 지역 1에 위치한 무선 단말 A1으로부터 현재 지역 2에 위치한 무

선 단말 A2로 호 발신이 요구된 경우, 호 요구신호는 InfoMobile 시스템(200)의 BTS(210)를 통해 pBSC(220)으로 전송

된다.

pBSC(220)는 VLR를 통해 무선 단말 B1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확인된 무선 단말 B1의 위치 정보에 따라 해당 위치의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InfoMobile 시스템으로 호 발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InfoMobile 시스템(200)의 pBSC(220)는 VLR를 통해 무선 단말 A2의 현재 위치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상기 동기

화 과정을 통해 무선 단말 A2의 현재 위치가 지역 2로 변경 등록되었기 때문에 지역1에 위치한 무선단말 A1의 호 요구신

호를 PBX(240)로 제공한다.

PBX(240)는 pBSC(220)로부터 제공되는 무선 단말 A1의 호 요구 신호를 INI 전용 라인을 통해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

템(300)의 PBX(340)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PBX(340)는 InfoMobile 시스템(200)의 호 요구 신호에 따라 해당 신호를 pBSC(320), BTS(310)를 통해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300)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무선 단말 B1로 전송함으로써, 지역 1의 무선 단말 A1과 지역 2로 이동

한 무선 단말 A2간의 채널이 형성되어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2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로밍 서비스의 제2 실시예는 도 2에 도시된 지역 2에 등록된 무선 단말 A2와 지역 1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로 이동한 경우 무선 단말 B1과 B2간의 로밍 서비스 동작이다.

먼저,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300) 서비스 영역으로 이

동한 경우, 위치 이동한 무선 단말 A1은 자신의 위치 등록 메시지를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300)의 BTS(310)를 통해

pBSC(320)로 전송한다.

pBSC(320)는 무선 단말 A1으로부터 전송되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분석하여 현재 무선 단말 A1의 위치와 VLR 및 HLR

(33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의 위치 정보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등록된 위치 정보와 현재 무선단말 A1의 위치 정보가 다른 경우, pBSC(320)는 VLR 및 HLR(330)의 사용자 등록 정

보(위치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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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InfoMobile 시스템(300)의 VLR과 HLR(330)의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InfoMobile 시스템(300)과 연동되

는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100)간에 변경된 가입자의 동기화를 위한 HLR 동기화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위치 등

록 변경에 따른 가입자 정보의 변경의 HLR 동기화 방법은 상기한 도 11과 도 14의 설명을 통해 상세화 되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각 시스템간 HLR 동기화는 IP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치 등록 변경에 따라 연동되는 InfoMobile 시스템 간 HLR 동기화를 통해 HLR과 VLR의 위치 정보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지역2의 InfoMobile 시스템(300)에 등록되고, 현재 지역 2에 위치한 무선 단말 A2로부터 지역 1에서 지역 2로 위치

이동한 무선 단말 A1으로 호 발신이 요구된 경우, 동일 지역에 등록된 무선 단말 간의 호 서비스 동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제2 실시예는 지역 1에 등록된 무선 단말이 지역 2로 이동하여 지역 2에 등록된 단말과 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 1에 등록된 무선 단말이 지역 2로 이동한 경우 지역 2로 이동한 무선 단말은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

(300)의 pBSC(320)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300)의 VLR과 HLR(330)의 사용자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 변경된 정보를 연동되는 모든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의 HLR과 동기화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지역에

등록된 무선 단말간의 호 서비스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제3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로밍 서비스의 제3 실시예는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300)으로 이동한 경우, 위치 이동된 무선 단말 A1과 PSTN에 연결된 유선 전화간의 국선호 서비스에

대한 실시예이다.

먼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역 1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로 이동한 경우, 지역 2로 이동한 무선 단말 A1에

서 PSTN에 연결된 유선 전화로의 호 발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자.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300)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경우, 위치 이동한 무선 단말 A1은 자신의 위치 등록 메시지를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300)의

BTS(310)를 통해 pBSC(320)로 전송한다.

pBSC(320)는 무선 단말 A1으로부터 전송되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분석하여 현재 무선 단말 A1의 위치와 VLR 및 HLR

(33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의 위치 정보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등록된 위치 정보와 현재 무선단말 A1의 위치 정보가 다른 경우, pBSC(320)는 VLR 및 HLR(330)의 사용자 등록 정

보(위치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이와 같이, InfoMobile 시스템(300)의 VLR과 HLR(330)의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InfoMobile 시스템(300)과 연동되

는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100)간에 변경된 가입자의 동기화를 위한 HLR 동기화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위치 등

록 변경에 따른 가입자 정보 변경의 HLR 동기화 방법은 상기한 도 11과 도 14의 설명을 통해 상세화 되었기 때문에 그 설

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각 시스템간 HLR 동기화는 IP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치 등록 변경에 따라 연동되는 InfoMobile 시스템 간 HLR 동기화를 통해 HLR과 VLR의 위치 정보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300)으로 이동한 무선 단말 A1으로부터 PSTN에 연결된 유선 전화 E로 호 발신이 요구

된 경우, InfoMobile 시스템(300)의 BTS(310)는 무선 단말 A1으로부터 발신된 호 신호를 pBSC(320)로 제공한다.

pBSC(320)는 BTS(310)로부터 전송되는 무선 단말 A1의 호 요구 신호가 외부 호인지 내부 호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호

판단은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pBSC(320)내 BTMR에서 수행한다.

판단결과, pBSC(320)의 BTMR에서 무선단말 A1에서 요구된 호가 외부 호 즉 유선전화 E로의 호 요구신호로 판단된 경

우, 호 요구신호를 PBX(340)로 제공한다.

따라서, PBX(340)는 무선단말 A1의 호 요구신호에 따라 PSTN을 통해 유선전화 E로 호를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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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최초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로 이동한 경우 자신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

는 가입자 정보가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의 VLR 및 HLR간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의의 일

InfoMobile 시스템에 등록된 무선단말과의 호 연결동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기한 바와 같이, 각 InfoMobile 시스템의 VLR 및 HLR 간 가입자 정보 동기화 과정이 이루어진 후, PSTN에 연

결된 유선 전화 E에서 지역 2로 이동한 무선 단말 A1으로 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PSTN에 연결된 유선 전화 E로부터 무선 단말 B1로 호 요구가 있는 경우, 호 요구 신호는 PSTN을 통해 지역 1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의 PBX(240)로 제공된다. 여기서, 무선 단말 B1이 지역 2에 위치하고 있는데 호 요구신호를 지역 1

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의 PBX(240)로 전송하는 이유는 PSTN망에서는 무선 단말 A1이 등록된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이기 때문이다. 즉, 가입자 정보(무선 단말의 위치 정보)는 PSTN망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의 PBX(240)는 PSTN을 통해 전송되는 유선 전화의 호 요구신호를 수신하고, 업데이트

되는 HLR(230) 및 pBSC(220)의 VLR 정보를 통해 무선 단말 A1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무선 단말 A1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의 pBSC(220)는 PBX(240)로 호 요구신호를 제공하

고,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의 PBX(240)은 INI 전용 라인을 통해 호 요구신호를 무선 단말 A1이 현재 위치한 지

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300)의 PBX(340)로 전송한다.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300)의 PBX(340)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200)의 PBX(240)로부터 전송되는 호 요구

신호에 따라 pBSC(320) 및 BTS(310)를 통해 지역 2로 이동한 무선 단말 A1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여 호 연결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SMS 전송방법에 대하여 각 실시예 별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제1 실시예)

본 제1 실시예는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 가입자 무선 단말이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 지

역1의 유선 단말 가입자가 지역 2로 이동한 무선 단말로의 SMS 전송 방법에 대한 실시예이다.

먼저,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의 HLR 간 초기 가입자 동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

(20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이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300)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경우, 위치 이동한 무선 단말

A1은 자신의 위치 등록 메시지를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300)의 BTS(310)를 통해 pBSC(320)로 전송한다.

pBSC(320)는 무선 단말 A1으로부터 전송되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분석하여 현재 무선 단말 A1의 위치와 VLR 및 HLR

(330)에 등록된 무선 단말 A1의 위치 정보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등록된 위치 정보와 현재 무선단말 A1의 위치 정보가 다른 경우, pBSC(320)는 VLR 및 HLR(330)의 사용자 등록 정

보(위치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이와 같이, InfoMobile 시스템(300)의 VLR과 HLR(330)의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InfoMobile 시스템(300)과 연동되

는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200)간에 변경된 가입자의 동기화를 위한 HLR 동기화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위치 등

록 변경에 따른 가입자 정보 변경의 HLR 동기화 방법에 대하여는 상술하였기에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치 등록 변경에 따른 연동되는 InfoMobile 시스템 간 HLR 동기화를 통해 HLR과 VLR의 위치 정보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지역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유선 단말(250)로부터 현재 지역 2로 위치 이동한 무선 단말 A1으로 SMS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즉,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유선 단말(250)로부터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300)으로 이동한 무

선 단말 A1으로 SMS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SMS 전송 요구신호는 IP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1 InfoMobile 시스템(200)의

SMS 서버(260)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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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서버(260)는 유선단말(250)로부터 제공되는 SMS 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HLR(230)과 동

기화된 데이터베이스(266)를 검색하여 SMS를 전송하고자 하는 무선 단말 A1의 현재 위치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서,

무선 단말 A1이 지역 1에서 지역 2로 이동한 경우 시스템 간 HLR 동기화 이루어져 무선 단말 A1의 위치 정보가 HLR

(230)에 업데이트되어 있으며, HLR(230)과 SMS 서버(260)내의 데이터베이스간(266)역시 도 2에 도시된 가입자 정보 동

기화부(265)를 통해 해당 무선 단말 A1의 위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이다.

무선 단말의 위치가 판단되면, 무선 단말 A1이 위치하고 있는 InfoMobile 시스템(300)의 pBSC(320)의 IP주소를 검색하

여 검색된 IP주소로 InfoMobile 시스템(300)의 pBSC(320)로 해당 SMS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SMS 서

버(260)내에서의 SMS 메시지 처리에 대한 동작은 상기한 도 3 및 도 4의 설명에서 설명하였기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SMS 메시지를 IP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받은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300)의 pBSC(320)는 수신된 SMS 메시지를 BTS

(310)를 통해 해당 무선 단말 즉, 무선 단말 A1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되는 것이다.

결국, 멀티 존으로 구성된 InfoMobile 사용자가 해당 멀티 존 내 다른 InfoMobile 시스템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 시스템

간 HLR정보의 동기화 및 시스템 내 HLR과 도 2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HLR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읽어 자동으로 위치 이동한 InfoMobile 시스템에서 SMS 착신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역1 InfoMobile 시스템의 유선 단말 가입자가 지역 2 InfoMobile 시스템에 등록 가입한 무선 단말로 SMS 전송방

법 역시 상기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제2 실시예)

본 제2 실시예는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 가입자 무선 단말이 지역 1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시,

지역1의 유선 단말 가입자가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무선 단말로의 SMS 전송 방법에 대한

실시예이다.

먼저,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의 HLR 간 초기 가입자 동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역 2의 InfoMobile 시스템

(300)에 등록된 무선 단말이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경우, 위치 이동한 무선 단말은 자

신의 위치 등록 메시지를 지역 1 InfoMobile 시스템(200)의 BTS(210)를 통해 pBSC(220)로 전송한다.

pBSC(220)는 무선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위치 등록 메시지를 분석하여 현재 무선 단말의 위치와 VLR 및 HLR(230)에 등

록된 무선 단말의 위치 정보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등록된 위치 정보와 현재 무선단말의 위치 정보가 다른 경우, pBSC(220)는 VLR 및 HLR(230)의 사용자 등록 정보

(위치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이와 같이, InfoMobile 시스템(200)의 VLR과 HLR(230)의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InfoMobile 시스템(200)과 연동되

는 각 지역의 InfoMobile 시스템(300)간에 변경된 가입자의 동기화를 위한 HLR 동기화를 수행하게 된다.

위치 등록 변경에 따른 연동되는 InfoMobile 시스템 간 HLR 동기화를 통해 HLR과 VLR의 위치 정보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지역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유선 단말(250)로부터 현재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의 서비스

영역으로 위치 이동한 무선 단말로 SMS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즉,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유선 단말(250)로부터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으로 이동한 무

선 단말로 SMS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SMS 전송 요구신호는 IP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1 InfoMobile 시스템(200)의 SMS

서버(260)로 제공된다.

SMS 서버(260)는 유선 단말(250)로부터 제공되는 SMS 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HLR(230)과 동

기화된 데이터베이스(266)를 검색하여 SMS를 전송하고자 하는 무선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서, 무

선 단말이 지역 2에서 지역 1로 이동한 경우 시스템 간 HLR 동기화가 이루어져 무선 단말의 위치 정보가 HLR(230)에 업

데이트되어 있으며, HLR(230)과 SMS 서버(260)내의 데이터베이스간(266) 역시 도 2에 도시된 가입자 정보 동기화부

(265)를 통해 해당 무선 단말의 위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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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의 위치가 판단되면, 무선 단말이 위치하고 있는 InfoMobile 시스템(200)의 pBSC(220)의 IP주소를 검색하여 검

색된 IP주소로 InfoMobile 시스템(200)의 pBSC(220)로 해당 SMS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SMS 서버

(260)내에서의 SMS 메시지 처리에 대한 동작은 상기한 도 3 및 도 4의 설명에서 설명하였기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SMS 메시지를 IP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받은 지역 1 InfoMobile 시스템(200)의 pBSC(220)는 수신된 SMS 메시지를 BTS

(210)를 통해 지역 2에서 지역 1로 이동한 해당 무선 단말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제3 실시예)

제3 실시예는, 다중 착신 기능 설정시 SMS 전송 방법에 대한 실시예이다. 즉, 일 지역에 위치한 내선 단말(유선 단말)과 무

선 단말로 동시에 SMS 전송을 요구한 경우이다.

먼저, 지역 1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유선 단말(250)로부터 내선 단말 및 무선 단말 A1으로 SMS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SMS 전송 요구 신호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1 InfoMobile 시스템(200)의 SMS 서버(260)로 제공된다.

SMS 서버(260)는 유선 단말(250)로부터 제공되는 SMS 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HLR(230)과 동

기화된 데이터베이스(266)를 검색하여 SMS를 전송하고자 하는 무선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 및 내선 단말의 가입자 정보

를 파악하게 된다.

만약, 무선 단말이 지역 1에 위치하고, 내선 단말 역시 지역 1의 InfoMobile 시스템(200)에 등록된 단말인 경우, SMS 서버

(260)는 SMS 메시지를 InfoMobile 시스템(200)의 pBSC(220)로 제공한다.

pBSC(220)는 SMS 서버(250)로부터 제공되는 SMS 메시지를 BTS(210)를 통해 무선 단말로 전송하고, 또한, SMS 메시

지를 PBX(240)로 전송하여 PBX(240)에 연결된 내선 단말로 SMS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다.

여기서, 멀티 존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무선 단말이 어느 지역의 시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

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상기한 제1 실시예 및 제2 실시예의 방법을 통해 SMS 서비스 가능하고, 어느 지역의 내선 단말 및

무선 단말로의 다중 SMS 서비스 역시 상기한 실시예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제3 실시예에서는, 구내 전화(DGP)는 PBX를 통해 해당 SMS메시지를 전송하고, 무선 단말은 InfoMobile 시스템의

BTS를 통해 SMS 메시지를 전송하게되는 것이다.

또한 멀티 존으로 구성된 InfoMobile 사용자라면, 멀티 존 내의 다른 InfoMobile 시스템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상

기한 실시예의 방법을 통해 SMS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로밍 및 SMS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은 멀티 존으로 구성된

InfoMobile 시스템에서 한 지역의 InfoMobile 서비스 사용자가 다른 InfoMobile 시스템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였을 경

우, 사용자가 추가적인 옵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구내 무선 호 착,발신 서비스 및 SMS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말의 위치등록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HLR의 DB정보 및 시스템의 HLR과 HLR간 동기화,

VLR과 HLR간 동기화 및 시스템 내 HLR과 SMS 서비스를 위한 SMS 서버내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간의 동기화를

통해 pBSC에서 무선 단말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pBSC에서는 이러한 단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InfoMobile 시스템으로 호 및 SMS 데이터 호를 전환함으로써, 자동 로밍 및 SMS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간 SMS 서비스 방법 및 그 시스템은, 멀티 존으로 구

성된 InfoMobile 시스템에서 한 지역의 InfoMobile 서비스 사용자가 다른 InfoMobile 시스템의 서비스영역으로 이동하였

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지역에서 구내 무선 호 착,발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말의 위치등록을 통해 업 데

이트되는 HLR의 DB정보를 HLR간 동기화, VLR과 HLR간 동기화를 통해 pBSC에서 단말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pBSC에서는 이러한 단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InfoMobile 시스템으로 호를 전환함으로써 자동 로밍 서비스

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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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멀티 존으로 구성된 InfoMobile 시스템간 SMS 메시지 전송을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하나의 InfoMobile 존에 국한되

었던 구내 SMS 메시지 전송서비스 지역을 멀티 존으로 확대한다.

또한, 멀티 존으로 구성된 InfoMobile 시스템간 사용자 이동성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해당 InfoMobile 존을 벗어난 경우

SMS 전송이 되지 않던 제약 사항을 멀티 존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치에 관계없이 SMS 착신 기능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이

동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멀티 존으로 구성된 InfoMobile 시스템간 사용자 이동시, SMS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HLR DB정보를

읽어 들임으로써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해당 InfoMobile 존에서의 SMS 착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다중 착신 기능(옵션) 설정시 사용자 단말은 물론 내선전화(DGP)에도 동시에 SMS 착신 기능을 지원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 존으로 구성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SMS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에 등록된 각각의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동기화하는 단계;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수신된 SMS 전송 요구 신호

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동기화된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상기 구성된 SMS 데이터 패킷을 네트

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P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은, SMS 메시지의 전송을 요구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유,무선 단말이고, 상기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제2 단말은 SMS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유,무선 단말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

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하는 단계는,

상기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간에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동기화 하는 제1 동기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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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HLR간 동기화가 이루어진 후, HLR이 위치하는 해당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내 SMS 서버의 SMS 데이터베이

스와 상기 HLR간에 가입자 정보를 동기화 하는 제2 동기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동기화 단계는,

a)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초기 셋업시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설정된 시스템 ID에

따라 IP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들의 HLR 간 초기 동기화를 수행하고,

b) 상기 초기 동기화가 이루어진 후, UI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정보의 변경, 삭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 및 삭제

된 가입자 정보를 자신의 시스템의 HLR에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설정된 시스템 ID에 따라 연동하는

각 존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로 IP 네트워크를 전송하여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하며,

c) 초기 동기화 과정이 이루어진 후, 임의의 일 무선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메시지의 위치 정보

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이 등록된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HLR에 위치 등록 및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멀티

존의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위치 등록 변경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멀티 존 사

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동기화 단계는,

상기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 간 동기화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가입자 정보를 리드하여 상기 SMS 데이

터베이스로 업데이트하여 HLR과 SMS 데이터베이스간 동기화를 수행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

비스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가 다른 존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해

당 위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주소로 상기 구성된 SMS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멀티 존 사

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되어 저장되는 가입자 정보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단말이 현재 위치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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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 존으로 구성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 SMS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HLR간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와, 각 HLR과 각 HLR이 위치하는 해당 사설 무선 네트

워크 시스템 내 SMS 서버의 SMS 데이터베이스간에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동기화 하는 단계;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경우, 상기 수신된

SMS 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동기화된 SM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SMS를 전송하고자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제2 단말의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연동되

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IP주소로 상기 구성된 SMS 메시지 데이터 패킷을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SMS 서비스 방법.

청구항 10.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 존으로 구성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간에 등록된 각각의 가입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동기화하는 동기화 수단;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수신된 SMS 전송 요구 신호

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고, 상기 동기화된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상기 구성된 SMS 데이터 패킷을 네트

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SMS 메시지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멀티 존으로 구성된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P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말은, SMS 메시지의 전송을 요구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유,무선 단말이고, 상기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제2 단말은 SMS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유,무선 단말인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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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초기 셋업시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설정된 시스템 ID에

따라 IP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간 초기 동기화를 수행하고,

b) 상기 초기 동기화가 이루어진 후, UI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정보의 변경, 삭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 및 삭제

된 가입자 정보를 자신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설정된 시스템 ID에 따라

연동하는 각 지역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IP 네트워크를 전송하여 가입자 정보의 동

기화를 수행하며,

c) 초기 동기화 과정이 이루어진 후, 임의의 일 무선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된 메시지의 위치 정보

에 따라 상기 무선 단말이 등록된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등록 및 가입자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업데이트된 가입자 정보를 IP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멀티 존의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위치 등록 변경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SMS 메시지 처리 수단은,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와 동일한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SMS 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를 리드하여 상기 SMS 데

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여 가입자 정보를 동기화하는 동기화 처리부;

a) 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면, 수신된 SMS 전송

요구 신호에 따라 SMS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 패킷을 구성한 후, 구성된 SMS 메시지 데이터 패킷을 메시지 큐에 일시 저

장하고,

b) 상기 SM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SMS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

와,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연동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를 검색하여, 검색된 IP주소로 상기 메시지 큐에

저장된 SMS 메시지 데이터 패킷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SMS 메시지 처리부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

크 시스템.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HLR, VLR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6.

네트워크와 각각 연결된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셋업시 등록된 가입자 정보, UI를 통한 가입자 정보의 변경(수정/추가/삭제)시 변경

된 가입자 정보 및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간에 이동시 위치 등록 변경된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자신의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한 후,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되는 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입자 정

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여 시스템간의 가입자 정보를 동기화하는 동기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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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로의 SMS 전송 요구신호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되는 경우, 상기 동기

화부를 통해 동기화된 가입자 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제2 단말의 현재 위치 정보와,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연동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의 IP 주소를 검색하여 검색된 IP주소에 상응하는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SMS 메시지를 네

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SMS 메시지 처리부를 포함하는 멀티 존 사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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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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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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