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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ＷＣＤＭＡ 사설망 진입 방법 및 등록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에 있어서 사설망 진입 방법에 관한 것이다.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

설망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WCDMA 공중망으로부터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여 무선 영역에 관한 갱신을 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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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로 이동한 후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WCDMA 사설

망에 등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은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설망

의 무선 영역 내에서 가입자에 한해 특정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WCDMA 공중망에 위치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WCDMA 공중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

(c)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상응하여 무선 영역을 갱신하는 단계;

(d) 상기 WCDMA 공중망의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으로 핸드오버(handover)하는 단계;

(e)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에 상응하는 WCDMA 사설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g) 상기 (f)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상응하는 경우에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h)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상기 WCDMA 사설망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i)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따른 수락 또는 거절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WCDMA 사설망은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이 상기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

스에 가입된 단말인 경우 상기 단말을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상기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입된 단말

인 아닌 경우 상기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시스템 정보 블록 2 타입(System Information Block 2) 메시지이고, 상기 무선

영역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 UMTS Terrestrial RAN) 등록 지역(URA : UTRAN Registration Area)인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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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내지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시스템 정보 블록 3 타입(System Information Block 3) 메시지이고, 상기 무선

영역은 셀(Cell)인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 메시지이거나 라우팅 지역 갱신(Routing Area Update) 메시

지인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는 상기 시스템 정보 메시지 중 미리 지정된 위치의 비트(bit) 값으로서,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를 위한 식별자로 설정된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의 생성에 있어서, 예비된(reserved) 값을 미리 지정된 필드에 설정하여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

치 등록하고자 하는 단말의 메시지임을 알리는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

청구항 7.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a) 상기 WCDMA 공중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

(c)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상응하여 무선 영역을 갱신하는 단계;

(d) 상기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계;

(e)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에 상응하는 WCDMA 사설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g) 상기 (f)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상응하는 경우에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h)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상기 WCDMA 사설망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i)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따른 수락 또는 거절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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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WCDMA 사설망은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이 상기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

스에 가입된 단말인 경우 상기 단말을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상기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입된 단말

인 아닌 경우 상기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8.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하여 위치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예비된(reserved) 값을 미리 지

정된 필드에 설정하여 상기 WCDMA 사설망에 등록하고자 하는 단말의 메시지임-;

(b)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 식별 정보로부터 상기 단말이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 단말인지 여부를 확

인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사설망 서비스는 상기 WCDMA 사설망이 제공하는 소정의 이동 통신 서비스임-; 및

(c) 상기 (b)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가입 단말인 경우 상기 단말 식별 정보를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입 단말이 아닌 경우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WCDMA 사설망 등록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 메시지이거나 라우팅 지역 갱신(Routing Area Update) 메시

지인 WCDMA 사설망 등록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식별 정보는 상기 단말의 전화번호 또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인 WCDMA 사설망 등록 방법.

청구항 12.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하여 위치 등록하는 방법을 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a) 상기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예비된(reserved) 값을 미리 지

정된 필드에 설정하여 상기 WCDMA 사설망에 등록하고자 하는 단말의 메시지임-;

(b)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단말 식별 정보로부터 상기 단말이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 단말인지 여부를 확

인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사설망 서비스는 상기 WCDMA 사설망이 제공하는 소정의 이동 통신 서비스임-; 및

(c) 상기 (b)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가입 단말인 경우 상기 단말 식별 정보를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입 단말이 아닌 경우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CDMA 사설망 등록 방법을 컴퓨터

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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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에 있어서 사설망 진입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무선 이동 통신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무선 이동 통신 단말의 보급이 상당량 증가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음성

통화 뿐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이 있다.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TMS)은 유럽식 표준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시스템으로부터 진화한 제3세

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서, GSM 코어망(Core Network)과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접속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향상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UMTS의 표준화를 위해 제3세대 공동프로젝트(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이하 3GPP라 약칭함)를 구성하

고, UMTS의 세부적인 표준(specification)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이동 통신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 업체 중심에서 사용자의 특정 목적에 따라 점점 개인화, 그룹화되어 가고 있

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그룹을 위한 서비스 차별을 위해 이동 통신 단말이 특정 지역에 진입하였을 경우에 특정 서비스

이용 그룹을 대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망의 서비스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공중망은 기존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망이다. 이에 비해, 사설망은 상기 사설망 내에

서는 상기 사설망에 등록한 사용자들간에는 과금 없이 무료로 음성 통화, SMS 전송 등의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망이다.

이동 통신 단말의 세대 변화에 따라 동기식 CDMA 방식에서 비동기식 WCDMA 방식으로 이동 통신 단말 및 이동 통신 서

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WCDMA 방식에 의한 사설망 구축 요구가 발생한다.

WCDMA 사설망은 일반적으로 특정 빌딩 내부, 대학 캠퍼스 내 등의 매우 좁은 한정적인 영역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WCDMA 사설망의 영역은 WCDMA 공중망의 영역에 포함된다.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한

단말(UE : User Equipment)이 WCDMA 공중망에서 일반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WCDMA 사설망으로 진

입하게 된다. 이때 단말(UE) 및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은 단말(UE)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했음을 인지해야 하지

만, 이에 따른 단말(UE)의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의 진입 방법에 대한 논의는 종래 존재하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에서 가입자에 한해 특정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 진입시 방송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여 사설망 진입

요구를 받아들이는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로 진

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WCDMA 공중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

1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 (c)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상응

하여 무선 영역을 갱신하는 단계; (d) 상기 WCDMA 공중망의 무선 영역으로부터 상기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으로

핸드오버(handover)하는 단계; (e)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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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에 상응하는 WCDMA 사설망인지 여부를 확

인하는 단계; (g) 상기 (f)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상응하는 경우에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h)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상기 WCDMA 사설망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i)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따른

수락 또는 거절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WCDMA 사설망은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단

말이 상기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인 경우에 상기 단말을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

치 등록하고 상기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입된 단말인 아닌 경우에 상기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WCDMA 사설망 진

입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내지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시스템 정보 블록 2 타입(System Information Block 2) 메시지

이고, 상기 무선 영역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 UMTS Terrestrial RAN) 등록 지역(URA : UTRAN

Registration Area)일 수 있다.

또는, 상기 제1 내지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시스템 정보 블록 3 타입(System Information Block 3) 메시지이고, 상기

무선 영역은 셀(Cell)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 메시지이거나 라우팅 지역 갱신(Routing Area

Update) 메시지이다.

여기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는 상기 시스템 정보 메시지 중 미리 지정된 위치의 비

트(bit) 값으로서,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를 위한 식별자로 설정될 수 있으며, 상기 (g) 단계는, 상기 위치 등록 메

시지의 생성에 있어서, 예비된(reserved) 값을 미리 지정된 필드에 설정하여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자 하

는 단말의 메시지임을 알릴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a) 상기

WCDMA 공중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 (c)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상응하여 무선 영역을 갱신하는

단계; (d) 상기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계; (e)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에 상응하는

WCDMA 사설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g) 상기 (f)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상응하는 경우에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생성

하는 단계; (h)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상기 WCDMA 사설망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i)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따른 수락 또는 거절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WCDMA 사설망은 상기 위치 등

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이 상기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인 경우에 상기 단말

을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상기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입된 단말인 아닌 경우에 상기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

로 진입하여 위치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위치 등록 메

시지에 포함된 상기 단말 식별 정보로부터 상기 단말이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 단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여

기서, 상기 사설망 서비스는 상기 WCDMA 사설망이 제공하는 소정의 이동 통신 서비스임-; 및 (c) 상기 (b)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가입 단말인 경우에 상기 단말 식별 정보를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

입 단말이 아닌 경우에 거절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CDMA 사설망 등록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 메시지이거나 라우팅 지역 갱신(Routing Area

Update) 메시지이다.

여기서,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예비된(reserved) 값을 미리 지정된 필드에 설정하여 상기 WCDMA 사설망에 등록하고

자 하는 단말의 메시지임을 알릴 수 있다.

또한, 상기 단말 식별 정보는 상기 단말의 전화번호 또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일 수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

로 진입하여 위치 등록하는 방법을 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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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a) 상기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단말 식별 정보

로부터 상기 단말이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 단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사설망 서비스는 상기

WCDMA 사설망이 제공하는 소정의 이동 통신 서비스임-; 및 (c) 상기 (b) 단계에서의 확인 결과 가입 단말인 경우에 상기

단말 식별 정보를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입 단말이 아닌 경우에 거절 메시지

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WCDMA 사설망 등록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제공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한다. 그러므로 당업자는 비록 본 명세서에 명확히 설명되거나 도시되지 않았지

만,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고 본 발명의 개념과 범위에 포함된 다양한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장치를 발명할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본 발명의 원리, 관점 및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특정 실시예를 열거하는 모든 상세한 설명은 구조적 및 기능적

균등물을 포함하도록 의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그 밖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

한 실시예들로부터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 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한 동일한 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

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명세서의 설명 과정에서 이용되는 숫자(예를 들어, 제1, 제2 등)는 동일 또는 유사한

개체를 순차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식별기호에 불과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WCDMA 공중망은 WCDMA 방식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 예를 들어 음성 통화,

SMS 메시지 송수신 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망이다. 그리고 WCDMA 사설망은 WCDMA 사설망 내에서만 제공되

는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상기 WCDMA 사설망 내에서는 과금 없이 서로간에 무료로 음성 통화,

SMS 전송 등의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의 전형적인 환경을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의 구조는 사용자와 인터페이스하는 단말(UE : User Equipment)(100),

무선에 관련한 기능을 다루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 UMTS Terrestrial RAN)(120), 스위칭과 라우팅 요청, 외

부망(160)과의 데이터 접속에 응답하는 코어망(CN : Core Network)(140)을 포함한다. 상기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

(UMTS) 구조는 UMTS 공중 육상 이동 통신망(PLMN : Public Land Mobile Network)라 칭한다.

외부망(160)은 회선교환 코어망(Circuit Core Network)(161) 또는 패킷교환 코어망(Packet Core Network)(163)일 수

있다. 회선교환 코어망(161)은 음성 통화 등 회선(circuit)의 송수신에 관련된다. 회선교환 코어망(161)은 공중 교환 전화

망(PSTN), 종합 정보 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또는 공중 육상 이동 통신망(PLMN)일 수 있

다. 패킷교환 코어망(163)은 패킷(packet)의 송수신에 관련된다. 패킷교환 코어망(163)은 인터넷(Internet)과 같은 IP

(Internet Protocol)망일 수 있다.

단말(100)은 Uu 인터페이스를 거쳐 무선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무선 단말인 모바일 장치(ME : Mobile Equipment)(103)

및 가입자를 확인하고, 인증 알고리즘을 수행하며, 단말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 및 암호 키와 가입 정보를 저장하는 가입 인

증 모듈(USIM : UMTS Subscriber Identity Module)(101)을 포함한다. 상기 Uu 인터페이스는 WCDMA 이동 통신에서

의 무선 인터페이스이다.

상기 단말(100)은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무선 단말로서, 멀티모드 멀티밴드 단말일 수도 있다.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120)는 하나 이상의 무선망 서브시스템(RNS : Radio Network Sub-system)(125a 내지

125b)을 포함한다.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120)는 단말(100)과 코어망(CN)(140) 사이의 통화를 위해 무선 접속

운반자(RAB : Radio Access Bearer)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무선망 서브시스템(RNS)(125a)는 무선망 제어기(RNC : Radio Network Controller)(123a) 및 하나 이상의 기지국(Node

B)(121a 내지 121b)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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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 제어기(RNC)(123a 내지 123b, 이하 123으로 통칭함)는 무선자원의 할당 및 관리를 담당하여 무선자원을 소유하

고 제어하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120)와 코어망(CN)(140)과의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역할을 한다.

기지국(Node B)(121a 내지 121d, 이하 121로 통칭함)은 상향링크(Uplink)로는 단말(100)의 물리계층에서 보내는 정보

를 수신하고, 하향링크(Downlink)로는 단말(100)로 데이터를 송신하여 단말(100)에 대한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120)의 액세스 포인트 역할을 한다. 채널 부호화, 인터리빙, 속도 적응, 확산 등의 무선 인터페이스 처리 절차를 수행한다.

코어망(CN)(140)은 교환 지원 노드와 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 교환 지원 노드는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회선교

환 지원 노드(141) 또는 패킷교환 지원 노드(143)이다. 게이트웨이는 각 교환 지원 노드에 따라 회선교환 게이트웨이

(145) 또는 패킷교환 게이트웨이(147)이다.

즉, 코어망(CN)(140)은 회선교환 지원 노드인 모바일 서비스 센터/방문자 등록기(MSC/VLR : Mobile Services Center/

Visitor Location Register)(141), 회선교환 게이트웨이(GMSC : Gateway MSC)(145), 패킷교환 지원 노드(SGSN :

Serving GPRS Support Node)(143), 패킷교환 게이트웨이(GGSN : Gateway GPRS Support Node)(149) 및 홈 위치 등

록기(HLR : Home Location Register)(147)를 포함한다.

홈 위치 등록기(HLR)(147)는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의 마스터 사본을 저장하는 사용자 홈 시스템에 위치한 데이터베이

스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서비스 정보, 금지된 로밍 영역, 호 전송 수 및 호 전송 상

태 등의 보조 서비스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은 시스템에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할 때 만들어지고,

가입되어 있는 동안 저장되어 남아있다. 단말(100)로 회선 또는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홈 위치 등록기(HLR)(147)는 지원

시스템인 회선교환 지원 노드(MSC/VLR)(141) 및/또는 패킷교환 지원 노드(SGSN)(143)에 해당 단말(100)의 위치를 저

장시킨다.

회선교환 지원 노드(MSC/VLR)(141)는 회선교환(CS : Circuit Switched) 서비스를 위해 현재 위치에서 단말(100)에 제

공하는 스위치(MSC) 및 데이터베이스(VLR)이다. 스위치(MSC)는 기존의 전화 서비스처럼 음성 호 등의 회선교환을 위해

이용되고, 데이터베이스(VLR)는 방문한 사용자의 서비스 프로파일 및 단말(100)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회선교환 게이트웨이(GMSC)(145)는 상기 UMTS 공중 육상 이동 통신망(PLMN)이 외부망(160) 중 회선교환 코어망

(161)에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스위치이다. 모든 회선교환 접속은 상기 회선교환 게이트웨이(GMSC)(145)를 거친다.

패킷교환 지원 노드(SGSN)(143)는 회선교환 지원 노드(MSC/VLR)(141)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패킷교환(PS : Packet

Switched) 서비스를 위해 이용된다.

패킷교환 게이트웨이(GGSN)(149)는 상기 UMTS 공중 육상 이동 통신망(PLMN)이 외부망(160) 중 패킷교환 코어망

(163)에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스위치이다. 모든 패킷교환 접속은 상기 패킷교환 게이트웨이(GGSN)(149)를 거친다.

도 2는 시스템 정보의 방송(broadcasting)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단말(100)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120)로부터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한다.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120)는 상기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무선망 제어기(RNC)(123), 기지국(Node B)(121)을 통해 셀 내의

아이들(idle) 모드(즉, 대기 모드) 또는 접속(connected) 모드의 단말(100)로 브로드캐스팅(방송)한다. 시스템 정보 메시

지는 방송 채널(BCH : Broadcast Channel) 또는 순방향 접속 채널(FACH : Forward Access Channel)로 매핑된 방송 제

어 채널(BCCH : Broadcast Control Channel)을 통해 전송된다.

도 3을 참조하면,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마스터 정보 블록(Master Information Block)과 그 아래 놓이는 시스템 정보 블록

(SIB : System Information Block)을 운반한다.

마스터 정보 블록은 한 셀 내의 수많은 시스템 정보 블록(SIB)들에 스케줄링 정보와 참조를 제공한다. 또한, 마스트 정보

블록은 모든 부가적인 시스템 정보 블록(SIB)에 대한 스케줄링 정보와 참조를 제공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케줄링 블

록들에 참조와 스케줄링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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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블록(SIB)은 비슷한 속성의 시스템 정보 요소들과 함께 그룹화된다. 시스템 정보 블록(SIB)은 실제 시스템 정

보 파라미터 또는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SIB)에 대한 스케줄링 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시스템 정보 블록(SIB)에 대한 참조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는 시스템 정보 블록(SIB) 중에서 2 타입 메시지 또는 3 타입 메시지를 이용한다. 시스템 정보 블록 2 타입(이

하 SIB 2라 약칭함) 메시지는 UTRAN 등록 지역(UTRAN Registration Area; 이하 URA라 약칭함) ID(identity)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스템 정보 블록 3 타입(이하 SIB 3이라 약칭함) 메시지는 셀 ID(CELL Identity)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본 발명에서 상기 SIB 2 메시지 또는 SIB 3 메시지에 포함되는 비트(bit) 중 소정의 비트 값을 WCDMA 사설망 진입 요

구 식별자로 사용한다.

도 4는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위치 개념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위치 영역의 개념에 있어서, 코어망(CN)(140)에서는 로케이션 지역(Location Area)과 라우팅 지역

(Routing Area)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무선 영역(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 Radio Access Network)에서는 URA(UTRAN

Registration Areas)와 셀 ID(Cell Identities)의 커버리지로 구분된다.

코어망(140)에서의 구분은 현재 시스템에서의 제공 서비스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회선교환 서비스(Circuit Service)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로케이션 지역이 중심이 되고, 패킷교환 서비스(Packet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우팅 지역이 중

심이 된다. 코어망(140)은 무선 영역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본 발명에서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코어망(140)에서의 로케이션 지역 또는 라우팅 지역의 갱신(Update)가 필요하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100)의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의 진입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URA 갱신 절차를 나타내고,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셀 갱신 절차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WCDMA 사설망으로의 진입은 단말(UE)이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에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WCDMA 사설망으로부터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WCDMA 사설망은 일반적으로 특정 빌딩 내부, 대학 캠퍼스 내 등의 매우 좁은 한정적인 영역을 담당한다.

도 5를 참조하면,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은 WCDMA 공중망의 무선 영역에 포함된다. 단말(100)은 아이들 모드에서

변환되어 접속을 위해 하나의 공중 육상 이동 통신 시스템(PLMN)을 선택한다. 본 발명에서는 단말(100)은 일단 WCDMA

공중망을 선택하고, 상기 WCDMA 공중망에서는 해당 단말(100)에 이용 가능한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camping on a cell'이라고 한다.

WCDMA 공중망에서 제공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단말(100)은 상기 WCDMA 공중망의 무선 영역에 포함되거

나 인접한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으로 이동한다. 상기 무선 영역은 상술한 바대로 URA 또는 셀(Cell)이다.

단말(100)은 WCDMA 공중망에 위치 등록된 상태이므로,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 채널(BCH)을 통해서 방

송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SIB 2 메시지 또는 SIB 3 메시지이다. SIB 2 메시지는

단말(100)이 WCDMA 공중망을 획득한 상태가 URA ID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 수신하는 메시지이고, SIB 3 메시지는 단말

(100)이 WCDMA 공중망을 획득한 상태가 셀 ID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 수신하는 메시지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100)은 상기 SIB 2 메시지 또는 SIB 3 메시지 같은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고서, 상기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포함된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확인한다(S510).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

자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 중에서 미리 정해진 특정 비트(bit) 값을 이용한다. 이때 미리 정해진 특정 비트 값의 확인은 URA

갱신 또는 셀 갱신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 상기 URA 갱신 및 셀 갱신 과정은 추후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한다.

단말(100)은 상기 특정 비트를 확인하여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확인한 결과 WCDMA 사설망 진입을 요구

받으면, 상기 WCDMA 사설망으로 핸드오버한다(S520).

이후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에서 방송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통해

WCDMA 사설망임을 확인하고,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을 요청한다. 상기 위치 등록 요청에 대하여 WCDMA 사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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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청 단말(100)이 상기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 단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입

단말인 경우에는 위치 등록 수락 메시지를, 가입 단말이 아닌 경우에는 위치 등록 거절 메시지를 전송한다(S530).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 단말이기 때문에 위치 등록 수락 메시지를 전송받은 경우에,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이 되고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하게 된다. 상기 위치 등록에 대해서는 추후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WCDMA 공중망으로부터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여 URA 갱신 또는 셀 갱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 6을 참조하면, 단말(100)은 SIB 2 메시지를 수신하여 URA 갱신을 한다. SIB 2 메시지는 다음의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는 3GPP 규격 중에서 3GPP 25.331 - Release 6.5.0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SIB 2 메시지는 3GPP 25.331 -

Release 6.5.0 의 10.2.48.8.5. 절에 있다.

[표 1]

정보요소/그룹명 (Information

Element/Group name)

필요

(Need)

멀티

(Multi)

타입 및 참조

(Type and reference)

의미 설명

(Semantics

description)

UTRAN 이동성 정보 요소 (UTRAN

mobility information elements)
    

URA ID 리스트(URA Identity list) MP 1..<maxURA>   

URA ID(URA Identity) MP  
URA ID

10.3.2.6.
 

상기 <표 1>을 참조하면, SIB 2 메시지는 URA ID 리스트 정보 및 URA ID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URA ID에 관해서는

3GPP 25.331의 10.3.2.6. 절을 확인하면, 16 비트 스트링(string)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발명에서는 URA ID 정보

중에서 16 비트 중 소정의 비트를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로 미리 설정한다. 물론 URA ID 정보가 이후 규격 변

화에 따라 16 비트로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단말(100)은 URA ID 정보를 기초로 하여 URA를 재선택하고, UTRAN(120)에 URA 갱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UTRAN

(120)은 상기 URA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URA 갱신 확인 메시지를 단말(100)로 전송한다. 상기 과정을 거쳐 URA 갱신

이 이루어진다.

단말(100)이 URA 호출 채널(URA_PCH : Paging Channel) 상태일 때 URA 갱신이 수행된다. 여기서, URA 호출 채널

(URA_PCH : Paging Channel)은 UTRAN(120)이 단말(100)과의 통신을 초기화하기 원할 때 호출 절차와 관련된 데이터

를 전송하는 채널이다. UTRAN(120)는 단말(100)이 속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위치 영역에 속한 셀들의 호출 채널 상의

단말에 호출 메시지를 전송한다.

WCDMA 공중망 또는 사설망 영역 내의 URA는 지나친 시그널링(signaling)을 피하기 위해 계층적일 수 있다. 이는 한 개

의 셀 내에 하나 이상의 URA ID가 방송될 수 있고, 한 개의 셀 내에 서로 다른 단말들이 다른 URA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URA 호출 채널 상태에서 하나의 단말은 항상 유용한 하나의 URA를 가진다.

단말(100)은 SIB 2 메시지에 포함된 URA ID 정보 중 특정 비트에 해당하는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확인하

고, 해당 WCDMA 사설망의 UTRAN(120)에 URA 갱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WCDMA 사설망의 UTRAN(120)은 URA 갱

신 확인 메시지를 단말(100)로 하향링크인 공통 제어 채널(CCCH : Common Control Channel) 또는 지정 제어 채널

(DCCH : Dedicated Control Channel)을 통해 전송하면서 단말(100)이 따라야 하는 새로운 URA ID를 할당한다.

다음으로 도 7을 참조하면, 단말(100)은 SIB 3 메시지를 수신하여 셀 갱신을 한다. SIB 3 메시지는 3GPP 규격에 정해진

바에 따라 셀 ID 정보, 셀 선택 및 재선택 정보를 포함한다. SIB 3 메시지는 다음의 <표 2>에 구조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는 3GPP 규격 중에서 3GPP 25.331 - Release 6.5.0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SIB 3 메시지는 3GPP 25.331 - Release

6.5.0 의 10.2.48.8.6. 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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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보요소/그룹명

(Information

Element/Group name)

필요

(Need)

멀티

(Multi)

타입 및 참조

(Type and reference)

의미 설명

(Semantics description)

SIB 4 인디케이터

(SIB 4 Indicator)
MP   

TRUE는 SIB4가 셀에서 방송됨을

나타냄.

UTRAN 이동성 정보 요소 (UTRAN

mobility information elements)
    

셀 ID (Cell Identity) MP  
Cell ID

10.3.2.2.
 

… … … … …

상기 <표 2>를 참조하면, SIB 3 메시지는 셀 ID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셀 ID에 관해서는 3GPP 25.331의 10.3.2.2. 절을

확인하면, 28 비트 스트링(string)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발명에서는 셀 ID 정보 중에서 28 비트 중 소정의 비트를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로 미리 설정한다. 물론 셀 ID 정보가 이후 규격 변화에 따라 28 비트로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단말(100)은 셀 ID 정보를 기초로 하여 셀을 재선택하고, UTRAN(120)에 셀 갱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UTRAN(120)은 상

기 셀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셀 갱신 확인 메시지를 단말(100)로 전송한다. 상기 과정을 거쳐 셀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 단말(100)이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의 이동은 코어망(140)의 변경이 있어야 하므로, 위치 등록이 필요하다. 위치 등록으로는 상술한 바

와 같이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 또는 라우팅 영역 갱신(Routing Area Update)이 있다. 본 발명에서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은 회선교환 지원 노드인 MSC(141) 단위의 위치가 변경될 때 갱신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라우팅

지역 갱신(Routing Area Update)은 패킷교환 지원 노드인 SGSN(143) 단위의 라우팅 지역이 변경될 때 갱신 절차를 거치

는 것이다.

우선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

시예에 따른 로케이션 갱신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으로 이동한 후, WCDMA 사설망에서 방송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여 WCDMA 사

설망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단말(100)은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확인함으로써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를 받은 단말이다.

단말(100)이 WCDMA 사설망에서 제공되는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이

되어야 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의 필드에서 정해진 값 이외에 예비된(reserved)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WCDMA 사설망 진입 구분자로 정의한다.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의 필드는 기본적으로 2 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3 비트

째는 규격상 예비를 위한 스페어 비트(spare bit)이다. 본 발명에서는 스페이 비트(spare bit)를 함께 사용하여 3 비트로

구성된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의 필드를 참고하여 WCDMA 사설망 진입 구분로 정의하기로 한다.

도 8에서는, 3 비트로 구성된 값으로, 011, 100, 101, 110, 111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예비된(reserved) 값이므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WCDMA 사설망 진입을 의미하는 WCDMA 사설망 진입 구분자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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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면,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의 UTRAN(120)에 로케이션 갱신을 요청한다. 이때 로케이션 갱신을 요청

하면서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 상기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는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구분자가 설정되

어 있다.

WCDMA 사설망은 상기 로케이션 갱신을 요청한 단말(100)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 단말(100)이 WCDMA 사설망

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인 경우에는 상기 단말(100)을 WCDMA 사설망에 등록하고, 로케이션

갱신 수락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100)은 상기 로케이션 갱신 수락 메시지를 수신한 후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로써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사설망 서비스는 서비스 가

입자들 간에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에서 과금 없이 음성 통화, SMS 메시지 송수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상기 단말(100)이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이 아닌 경우에는, WCDMA 사설망

은 상기 단말(100)을 등록하지 않고 로케이션 갱신 거절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100)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한 경우, 단말(100)의 이동 경로는 WCDMA 사설망의 베이스 스테이션 제어기

(BSC : Base Station Controller)를 제어하는 WCDMA 공중망의 교환 지원 노드(MSC/VLR(141) 또는 SGSN(143))를 통

해 홈 위치 등록기(HLR)(147)의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로 관리된다.

다음은 라우팅 지역 갱신(Routing Area Update)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라우팅 지역 갱신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

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라우팅 지역 갱신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으로 이동한 후, WCDMA 사설망에서 방송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여 WCDMA 사

설망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단말(100)은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확인함으로써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를 받은 단말이다.

단말(100)이 WCDMA 사설망에서 제공되는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이

되어야 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라우팅 지역 갱신 메시지의 필드에서 정해진 값 이외에 예비된(reserved)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WCDMA 사설망 진입 구분자로 정의한다. 라우팅 지역 갱신 메시지의 필드는 규격상 기본적으로 3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도 10에서는, 3 비트로 구성된 값으로, 100, 101, 110, 111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예비된(reserved) 값이므로, 이 중 하나

를 선택하여 WCDMA 사설망 진입을 의미하는 WCDMA 사설망 진입 구분자로 설정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의 UTRAN(120)에 라우팅 지역 갱신을 요청한다. 이때 라우팅 지역 갱신

을 요청하면서 라우팅 지역 갱신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 상기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는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구분

자가 설정되어 있다.

WCDMA 사설망은 상기 라우팅 지역 갱신을 요청한 단말(100)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 단말(100)이 WCDMA 사설

망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인 경우에는 상기 단말(100)을 WCDMA 사설망에 등록하고, 라우팅

지역 갱신 수락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100)은 상기 라우팅 지역 갱신 수락 메시지를 수신한 후 WCDMA 사설망에서 제

공하는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로써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사설망 서비스는 서

비스 가입자들 간에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에서 과금 없이 음성 통화, SMS 메시지 송수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기 단말(100)이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이 아닌 경우에는, WCDMA 사설망

은 상기 단말(100)을 등록하지 않고 라우팅 지역 갱신 거절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100)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한 경우, 단말(100)의 이동 경로는 WCDMA 사설망의 베이스 스테이션 제어기

(BSC)를 제어하는 WCDMA 공중망의 교환 지원 노드(MSC/VLR(141) 또는 SGSN(143))를 통해 홈 위치 등록기(HLR)

(147)의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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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의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단계 S1200에서, WCDMA 공중망은 단말(100)에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방송한다. 단말(100)은 이미

WCDMA 공중망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WCDMA 공중망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여기서,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WCDMA 공중망에서의 방송 기반에 따라 URA ID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SIB 2 메시지

이고, 셀 ID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SIB 3 메시지이다.

단계 S1210에서, 단말(100)은 상기 시스템 정보 메시지의 미리 정해진 특정 비트 값을 확인한다. 상기 특정 비트 값에 따

라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의 진입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즉,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WCDMA 사설

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추출하여 확인한다.

단계 S1220에서,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의해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추출하여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를

수용하고, 시스템 정보가 변화하였으므로, WCDMA 공중망의 UTRAN(120a)에 대해 URA 갱신 또는 셀 갱신을 한다. SIB

2 메시지에 의한 경우에는 URA 갱신, SIB 3 메시지에 의한 경우에는 셀 갱신을 한다.

단계 S1230에서, 단말(100)은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로 핸드오버한 후, WCDMA 사설망의 UTRAN(120b)에서

방송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한다. 여기서,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SIB 2 메시지이거나 SIB 3 메시지이다. 이는 상

기 단계 S1200에서 WCDMA 공중망에서 방송된 시스템 정보 메시지와 동일한 종류임이 바람직하다.

단계 S1240에서, 단말(100)은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고서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로 이동하였음을 인지한

다. 그리고 상기 단계 S1210에서 확인한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에 상응하는 WCDMA 사설망인지 여부를 확인

한다.

상기 확인 결과 상응하는 WCDMA 사설망인 경우에, 단계 S1250으로 진행하여,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기

위해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생성한다.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도 8에 도시된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 또는 도 10에 도시된 라

우팅 지역 갱신 메시지이다.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의 예비된(reserved) 값을 미리 지정된 필드에 설정한다.

단계 S1260에서, 상기 단계 S1250에서 생성한 위치 등록 메시지를 WCDMA 사설망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로케이션 갱신

요청 또는 라우팅 지역 갱신 요청을 한다.

단계 S1270에서, WCDMA 사설망은 상기 요청에 대하여 단말(100)이 자신이 제공하는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 단

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계 S1280에서, 상기 가입 단말인지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갱신 요청에 대한 갱신 수락 메시지 또는 갱신 거절 메시지를

단말(100)에 전송한다. 갱신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WCDMA 사설망은 상기 단말(100)을 위치 등록하고,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단계 중 단계 S1260 내지 S1280은 WCDMA 사설망 입장에서는 WCDMA 사설망에의 위치 등록 방법이다.

즉, WCDMA 사설망은 상기 단말로부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단말

식별 정보로부터 상기 단말이 사설망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 단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사설망 서비스는 WCDMA

사설망이 제공하는 소정의 이동 통신 서비스이고, 단말 식별 정보는 단말의 전화번호 또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이다.

이후 상기 확인 결과 가입 단말인 경우에 상기 단말 식별 정보를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수락 메시지를 전

송하며, 가입 단말이 아닌 경우에 거절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위치 등록 메시지는 로케이션 갱신(Location Update) 메시지이거나 라우팅 지역 갱신(Routing Area Update) 메

시지이다. 그리고 위치 등록 메시지는 예비된(reserved) 값을 미리 지정된 필드에 설정하여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자 하는 단말의 메시지임을 알린다.

WCDMA 사설망은 상기 등록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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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 중에서 단계 S1200 내지 단계 S1250은 WCDMA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 WCDMA 사설망으로 진입하는 방법

을 나타낸다.

즉, 상기 WCDMA 공중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

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상응하여 무선 영역을 갱신하는

단계, 상기 WCDMA 사설망의 무선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방송되는 제2 시스템 정보 메

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시스템 정보 메시지로부터 상기 WCDMA 사설망 진입 요구 식별자에 상응하는 WCDMA

사설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상응하는 경우에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위치 등록 메

시지를 상기 WCDMA 사설망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WCDMA 사설망으로부터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에 따른 수락 또

는 거절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WCDMA 사설망은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이 상기 WCDMA 사설망에서 제공하는 사설

망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인 경우에 상기 단말을 상기 WCDMA 사설망에 위치 등록하고 상기 수락 메시지를 전송하며, 가

입된 단말인 아닌 경우에 상기 거절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말(100)은 상기 진입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은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설망의 무선 영역 내에

서 가입자에 한해 특정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 진입시 방송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를 수신하여 사설망 진입 요구를 받

아들일 수 있다.

또한,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식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는 편의를 제공받고, 이동

통신 사업자는 특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

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의 전형적인 환경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시스템 정보의 방송(broadcasting)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WCDMA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위치 개념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100)의 WCDMA 공중망에서 WCDMA 사설망으로의 진입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URA 갱신 절차.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셀 갱신 절차.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로케이션 갱신 방법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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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라우팅 지역 갱신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라우팅 지역 갱신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WCDMA 사설망 진입 방법의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단말(UE)

120 :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140 : 코어망(CN)

160 : 외부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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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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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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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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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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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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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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