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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ＵＳＩＭ에서의 디지털 통신망(ＰＬＭＮ)관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통신망아이디

(PLMN_ID)를 갖는 이종 통신망(PLMN_ID_2G, PLMN_ID_3G)에 있어서, 제 1통신망에 이동통신단말기가 위치등록 메

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서 단말기의 위치등록 상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치등록 거부메

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제 2통신망으로 상기 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서 위치등록 상태

를 검색하는 단계;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치등록 거부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단말내 불허한 통신망(Forbidden

PLMN)리스트에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규격과는 달리 RAT가 다른

하나의 통신망(PLMN)에 등록이 거부되어도 해당 PLMN_ID가 Forbidden PLMN List에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보다 효율적인 네트웍 서비스를 제공받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USIM, RAT, Forbidden PLM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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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접속기술(RAT)이 다른 이종 통신망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나타낸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을 나타낸 흐름

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PLMN_ID(2G)네트웍 200-PLMN_ID(3G)네트웍 10-이동통신단말기(MS)

11-기지국(BTS_2G) 21-기지국(BTS_3G)

12-기지국 제어기(BSC_2G) 22-기지국 제어기(BSC_3G)

13-이동교환국(MSC_2G) 23-이동교환국(MSC_3G)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종 통신망이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위치등록 시 불허한 통신망

(Forbidden PMLM)리스트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음성 통화만을 제공하는 이동전화를 2세대, 음성과 데이터, 동영상 등

을 모두 송수신해 무선 인터넷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비스를 3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2세대 기술로는 국내에서 사용

하고 있는 CDMA 기술과 유럽표준인 GSM(Gr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세대로

는 CDMA 고유기술을 발전시켜 데이터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CDMA 2000기술이 동기식 서비스, CDMA 기술과 GSM 기

술을 조합해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낸 유럽 중심의 W-CDMA 기술이 비동기식 서비스로 통칭된다. 이중 CDMA 2000은 기

본적인 주파수 용량 1.25Mhz를 이용해 144kbps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CDMA 2000-

1x 이라고 한다. 이는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부족한 속도로 주로 음성통화에만 사용된다. EV-DO(Data Only)는 고속 데이

터 전송 기술에 기존 음성 통신망과 연동 기능을 추가한 기술이다. 보다 발전한 CDMA 2000-1x EV-DV(Data & Voice)

기술은 1.25Mhz주파수를 이용해 5.1Mbps 속도로 동일 채널 내에서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모두 가능하다. 이는 통상

IMT-2000 이라 불리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GSM 통신 코아망을 근간으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로 발전시키고자 결성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스펙에는 이동통신단말기가 어

떤 네트웍(Public Land Mobile Network; PLMN)으로부터 위치 등록이 거부된 경우, 해당 네트웍의 무선접속기술(Radio

Access Technology; RAT)에 상관없이, 네트웍 아이디(PLMN ID)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이 ID를 USIM에 입력하였다.

입력한 통신망 아이디(PLMN ID)는 불허한 통신망(Forbidden PLMN)리스트에 등록되어 관리되었는데 무선접속기술

(RAT)가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통신망 아이디(PLMN ID)는 같지만 RAT는 다른 통신망(PLMN)에의 위치등록 시도

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그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내 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에서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 ID)를 갖고 무선접속기술(RAT)이 다른 이종

통신망중, 한가지 경우에만 위치등록이 가능한 경우, 기존 규격과 달리 해당 통신망 아이디(PLMN ID)가 불허한 통신망

(Forbidden PLMN)리스트에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네트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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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갖는 이종 통신망<PLMN_ID

(2G), PLMN_ID(3G)>에 있어서, 제 1통신망에 이동통신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서 단

말기의 위치등록 상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치등록 거부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제 2통신망으로 상

기 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서 위치등록 상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

치등록 거부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내 불허한 통신망(Forbidden PLMN)리스트에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

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무선접속기술(RAT)이 다른 이종 통신망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PLMN_ID(2G) 네트웍(100)은 2세대 이동 통신망으로써, PLMN_ID를 가지고 있다. 2세대 이동통신망은 전역시스템

(GSM) 무선접속기술(Radio Access Technology; 이하RAT)로 운영되는 통신망이다. PLMN_ID(3G) 네트웍(200)은 3세

대 이동 통신망으로써, PLMN_ID를 가지고 있다. 3세대 이동통신망은 범용 이동 전기통신 시스템(UMTS) 무선접속기술

(RAT)로 운영되는 통신망이다. 이동통신단말기(10)는 GSM 네트웍 및 UMTS 네트웍과 같은 서로 다른 네트웍들 중 하나

와 양방향으로 통신하기 위해 2G_RAT 및 3G_RAT와 같은 무선 트랜시버 접속 제어를 받는다. 단말기(10) 내 구비한

USIM카드는 SIM어플리케이션과 UMTS(Univ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에서 USIM 어플리케이션을 모

두 포함하는 UMTS 직접회로 카드(UMTS Integrated Circuit Card; 이하 UICC)이다. 데이터 저장 모듈인 USIM카드는

서로 다른 네트웍들 각각에서의 모듈의 동작능력을 명시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단말기는 트랜시버(RAT)를 통해 서로 다

른 네트웍들 중 한개로 부터 수신되어, 모듈에 억세스하여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고 트랜시버(RAT)를 통해 네트웍들 중 요

청한 네트웍으로 그 검색된 정보를 전송한다. 본 발명에서 USIM에 위치등록이 거부된 불허한 통신망(Forbidden PLMN)

리스트를 저장하고 새로운 리스트를 등록한다. 실시예로써, 이종 통신망인 GSM 네트웍 및 UMTS 네트웍은 이동통신단말

기(10)와 각각 통신하기 위한 쌍대역 시스템이다. 두 네트웍 각각은 기지국 BTS_2G/BTS_3G(11,21), 기지국 제어기

BSC_2G/BSC_3G(12,22), 이동 교환국MSC_2G/MSC_3G(13,23) 및 홈위치등록기(HLR)/방문자 위치등록기(VLR)를 포

함한다. 통신망내 단문서비스센타(SMSC)는 단말기(10)의 위치등록에 따른 메세지를 오퍼레이터 및 단말기에 전송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가지는 이종 네트웍 중 S200 단계에서 PLMN_ID(2G) 네트웍으로 단말기(10) 위치등

록 메세지를 송신한다. PLMN_ID(2G) 네트웍의 방문자 위치등록기(VLR)는 위치등록 메세지를 수신하여 단말기(10) 등

록정보를 홈위치등록기(HLR)에 요청한다(S201). 홈위치등록기(HLR)는 단말기(10)등록 상태를 판단한다(S202). 이때,

단말기(10)가 등록된 것이면 S208 단계로, 아닐 시에는 S204 단계로 진행한다. PLMN_ID(2G) 네트웍으로부터 단말기

(10)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리는 'PLMN_ID(2G) not allowed.' 메세지를 수신한다(S204). 이때 단말기(10)는 등록

거부 메세지를 받고 이것을 곧바로 불허 통신망(Forbidden PLMN)리스트에 등록하지 않고 'Roaming not allowed in this

Location Area'인 등록 거절 사유로 통신망 등록 실패를 지역적으로 제한한다. USIM에서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_

ID) 네트웍을 검색하고 PLMN_ID(3G) 네트웍으로 위치록록 메세지를 송신한다(S205). PLMN_ID(3G) 네트웍의 방문자

위치등록기(VLR)는 위치등록 메세지를 수신하여 홈위치등록기(HLR)에 단말기(10)의 등록 정보를 요청한다(S206). 홈위

치등록기(HLR)는 단말기(10)등록 상태를 판단한다(S207). 이때, 단말기(10)가 등록된 것이면 S212 단계로, 아닐 시에는

S209 단계로 진행한다. PLMN_ID(3G) 네트웍으로부터 단말기(10)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리는 'PLMN_ID(3G)

not allowed.' 메세지를 수신한다(S209). USIM에서는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_ID) 가 타 네트웍에 존재하지 않을 시

PLMN_ID를 불허 통신망(Forbidden PLMN)리스트에 등록한다(S211). S213 단계는 각각의 통신 네트웍의 이동교환국

(MSC_2G, MSC_3G)으로부터 단말기 등록이 이루어져 호처리가 성공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을 나타낸 흐름

도이다.

동일 통신망 아이디(PLMN_ID)를 갖는 이종 통신 네트웍에 단말기(Mobile Station; MS)의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한다.

이때 메세지는 국제이동가입자 식별(IMSI)번호와 전자일련번호(ESN)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PLMN_ID(2G) 네트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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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시도한다. 이동교환국(MSC_2G)으로 부터 등록거부 메세지를 단말기가 수신하여 동일 PLMN_ID를 갖는 다른 통

신 네트웍<PLMN_ID(3G)>으로 등록을 시도하고 이동교환국(MSC_3G)로부터 등록거부 메세지를 수신한다. 단말기(MS)

는 PLMN_ID를 Forbidden PLMN 리스트에 등록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내 USIM에서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 ID)를 갖고 무선접속기술(RAT)이

다른 이종 통신망 중, 한가지 경우에만 위치등록이 가능한 경우, 기존 규격과는 달리 해당 PLMN_ID가 Forbidden PLMN

List에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보다 효율적인 네트웍 서비스를 제공받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갖는 이종 통신망<PLMN_ID(2G)>, <PLMN_ID (3G)>에 있어서,

제 1통신망에 이동통신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서 단말기의 위치등록 상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치등록 거부메세지를 수신하는 경우,

제 2통신망으로 상기 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서 위치등록 상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치등록 거부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단말내 불허한 통신망(Forbidden PLMN)리스트에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등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Univer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한 통신망아이디를 갖는 이종 통신망<PLMN_ID(2G), PLMN_ID(3G)>은 GSM(Group Special Mobile)망과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결과에 따른 메세지가 위치등록 거부인 경우 상기 단말기에 'PLMN_ID not allowed'메세지를 나타내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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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통신망<PLMN_ID(2G), PLMN_ID(3G)>은 서로 다른 무선접속기술(RAT)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이종 통신망<PLMN_ID(2G), PLMN_ID(3G)> 중 하나와 양방향으로 통신하기 위해 2G_RAT 및 3G_

RAT 중 적어도 하나와 무선 트랜시버 접속 제어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

신망(PLMN)관리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 통신망(PLMN_ID_2G, PLMN_ID_3G)에 존재하는 모든 동일 통신망아이디(PLMN_ID)에 상기 단말기가 위치

등록을 시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내 불허한 통신망(Forbidden PLMN)리스트는 상기 단말내 USIM의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M)관리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에 구비된 USIM카드는 GSM SIM 어플리케이션들과 UMTS USIM 어플리케이션들 둘 모두를 포함하는

UMTS 직접회로 카드(UICC)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

청구항 9.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갖는 이종 통신망<PLMN_ID(2G)>.<PLMN_ ID(3G)>에 있어서,

제 1통신망에 이동통신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서 단말기 위치등록 상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치등록 거부메세지를 수신하는 경우,

제 2통신망으로 상기 단말기가 위치등록 메세지를 송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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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망에서 위치등록 상태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으로부터 위치등록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에 상기 단말기 호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동일한 통신망아이디(PLMN_ID)를 갖는 네트웍들 중에 단말기 위치등록이 적어도 하나가 성공하면 불허한 통신망

(Forbidden PLMN)리스트에 통신망 아이디(PLMN_ID)를 등록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접속기술에 의한 USIM

에서의 디지털 통신망(PLMN)관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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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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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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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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