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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통신네트워크로 구성된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접속을 설정하기 위해 라우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이

방법은 데이터저장부에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라우팅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저장부에 저장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

를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및 그 단말과 데이터저장부에 의해 제공되는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사용하는 적어도 하나의 다

른 단말과의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단말이며, 상기 단말들간의

접속을 위한 라우팅정보는 그 이동 단말의 위치에 근거하여 선택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통신네트워크로 구성된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접속 확립을 위한 라우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저장부에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및

데이터 저장부에 의해 제공된 위치 기반 라우팅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단말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단말과의 접속을 확립하

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단말이고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의 위치에 근거해서 단말간의

접속을 위한 라우팅 정보가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에 의한 접속 확립을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이 아닌 다른 단말에 의한 접속 확립을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위치기반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상기 이동 단말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에 근거하여 상

기 적어도 두 개의 라우팅정보의 집합 중 하나의 집합에서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

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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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개의 위치기반 라우팅정보의 집합은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우팅정보의 집합 및 적어도 하나의

방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중일 때, 로밍중인 방문 네트워크에 관련된 라우팅 정보의 집합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접속에 따른 비용은 상기 위치기반 라우팅정보에 의해 최적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8.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

의 제공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는 상기 이동 단말의 소정의 위치변동, 상기 이동 단말에 의한 접속설정, 업데이트 요청, 상기 이동 단말의

홈 네트워크의 가입자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정보 수신, 사용자의 이동 단말과 연관된 라우팅 정보의 변경, 무선랜 환

경의 탐지, 개인영역망(personal area network)의 탐지 또는 프리젠스(presence) 상태의 변동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유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는,

발신단말이 서비스를 받는 제1통신네트워크, 수신단말이 서비스를 받는 제2통신네트워크 및 제3네트워크를 통해 접속을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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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라우팅하는 단계는 상기 제3통신네트워크를 상기 제1통신네트워크 및 상기 제2통신네트워크 중 적어도 하나와 인터

페이스시키는 액세스포인트를 이용하여 접속을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액세스포인트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통신네트워크는 패킷 교환 데이터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IP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의 통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5.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저장부는 라우팅서버 내에 제공되며, 단말에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단말에 위치기반 라우

팅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정보 제공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라우팅서버로 음성명령을 전송함에 의해 접속 확립 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라우팅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7.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한 지표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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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지리학적 위치에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19.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기반 라우팅정보 및 마스터 라우팅정보의 집합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

인 위치기반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20.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에 다른쪽 단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단계 및 위치기반 라우팅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단말들간의 접속을 라우

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21.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발신단말은 접속 확립을 위해 자동으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22.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들 중 하나는 컴퓨터이며,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과 상기 컴퓨터간의 데이터접속을 확

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정보의 제공방법.

청구항 23.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로 독출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팅 수단에서 실행될 경우 제 1항의 단계들 중 어느 한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로 독출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24.

단말에게 적어도 하나의 다른 단말과의 접속을 확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수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신시스템을

이루는 장치로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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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저장부로부터 상기 단말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단말에 내재하며, 상기 데이터저장부에 의해 제공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단말과 적어도 하나의 다

른 단말간의 접속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단말이고,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

말의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단말들간의 접속을 위한 라우팅 정보가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 장치.

청구항 25.

통신시스템의 복수의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이동 단말에 있어서,

상기 통신시스템을 통해 접속 확립을 위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수단; 및

상기 위치기반 라우팅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단말로의 접속 확립을 개시하기 위한 접속확립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와 연관된 정보를 처리하며, 접속 확립을 위한 라우팅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에 근거하여 선

택하도록 구성된 처리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

청구항 27.

제 25항 또는 제 26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위치기반 정보의 집합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수단으로서,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에 기초하여 상기 위치 기반 정보의 집합들 중 하나의 집합으로부터 정보를 선택하도록 구성된 메모

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

청구항 28.

제 25항 또는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확립수단은 위치기반 라우팅정보가 이용가능하다면 이를 자동적으로 이용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 단말.

청구항 29.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저장하며, 이동국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이동국의 위치에 근거하여 위치기반 라우팅 정보

를 변경하고,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단말들에게 전송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팅 서버.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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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통신분야, 보다 상세하게는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이동국과 관련한 연결들의 확립을 위한 라

우팅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국(MS)이라 칭해지는 이동 사용자장비(UE:User Equipment)의 사용자에게 이동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들이

알려져있다. 이동국의 전형적인 예는 이동전화이다. 그러나, 무선통신 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휴대용 또는 이동용 컴퓨터

(예컨대, 랩탑PC) 또는 이동용 PDA(personl data assistants)와 같은 장치를 포함하는, 이동전화와는 다른 유형의 이동국

이 또한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시스템의 특징은 이러한 시스템이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이동가입자

의 홈네트워크에서 이동성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방문네트워크 내에서도 이동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홈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의 자원 사용을 로밍이라 한다. 로밍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하 방문네트워크라 한다. 통상적

으로 방문네트워크는 다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네트워크이다. 방문네트워크는 해외에서 또는 홈네트워크 운영 국가와

동일한 국가 내에서 운영될 수 있다.

로밍의 전형적인 예는 제1국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의 가입자가 타국의 방문시 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

하여 자신의 이동국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로밍은 국제로밍이다. 그러나,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

는 또한 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로 로밍할 수 있다.

이동국 사용자에 대한 로밍비용, 특히 이동국 사용자에 대한 국제 로밍 비용은, 외국에서 따온 고정 전화선을 통한 공중전

화교환망(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통신 또는 홈 네트워크 이동통신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든다. 이

러한 이유는 이동국 가입자가 국제 전화요금, 별정 로밍요금 및 기타 홈 네트워크에서의 접속시엔 발생하지 않는 비용 등

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 요인은 큰 회사, 국제 단체 및 기타 많은 수의 여행자들의 전화 요금을 부담하는 조직과

같은 기구와 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로밍 비용은 이동국 사용자에 대한 현재의 요금청구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로밍시 유선 접속들에 더 많이 의존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이동성의 이점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선불 사용자에게 별정의 국제자동전화(IDD:International Direct Dia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DD서비스가 해외 발신 전화요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해결책은 특히 사용자에게 편리하지 않다. 통

상적으로 그러한 국제자동전화서비스가 음성자동응답(IVR:Interactive Voice Response)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

실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IVR로 다이얼-인 하여 개인식별번호(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나 기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인증을 받고 전화하고자 하는 번호의 키를 누르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은 로밍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한 해외에 있을 때 전화를 받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 로밍 사용자가 있는 실제 국가에서 볼 때 로밍 사용자의 집전화번호가 해외 전화번호로서 보

여지기 때문에, 국제로밍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사용자들, 특히 이동국 사용자들은 예를 들면 사용자의 전화기에 저장된 개인 전화번호부를 사용한 네임 기반 다

이얼링(name based dialing)에 종종 익숙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만이 그러한

개인 전화번호부에 저장된다. 회사의 사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번호나 일반접근번호(universal access numbers)와 같

은 대체 번호들은 그러한 개인 전화번호부에 잘 저장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로밍중일

때 뿐 아니라 단말이 홈 네트워크에 있을 때에도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상기의 하나 또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몇몇 실시예는 휴대폰 사용자들이

대체 번호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로밍중이거나 홈네트워크에서 해외로 전화를 걸 때, 상기 실시예는 종

래의 기술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몇몇 실시예에서는 호를 이동국 사용자에게 라우팅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로밍 이동국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수신자가 로밍 이동국 사용자인 경우 수신

자나 발신자 모두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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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복수의 통신네트워크로 구성되는 통신시스템을 통해 접속들의 확립을 위한 라우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시되는데, 그 방법은 데이터저장부에 위치 기반 라우팅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저장부에 저장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및 데이터저장부에 의해 제공되는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단

말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단말과의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단말이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의 위치를 기초로 하여 상기 단말들간의 접속을 라우팅하기 위한 정보가 선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통신네트워크로 구성되는 통신시스템에서 단말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단말과의

접속을 확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제시되는데, 그 장치는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저장

부,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데이터저장부로부터 단말로 전송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단말에 내재하며, 상기 단말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단말간의 접속을, 데이터저장부에 의해 제공되는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이용하여 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단말이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의 위치를 기초로 하여 상기 단말들

간의 접속을 확립하기 위한 정보가 선택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실시예들에 적합한 컴퓨터프로그램, 이동 단말 및 라우팅서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발신자는 효율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대량의 전화기록부 및 다양한 다이얼링 옵션의 이점

을 누릴 수 있다. 홈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잘 알고 있는 전화기록부 및 다이얼링 옵션은 로밍시 방문 네트워크에서도 제

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이동국 사용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인 로밍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 유사한 비용절

감은 홈네트워크에서도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적화되고 업데이트된 라우팅정보는 홈네트워크에서 해외로의 접속

을 확립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동작은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 따라 제공되는 자동 호 라우팅 및 라우팅 정보의 자동 업데이

트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수익이 얻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자동 호 라우팅 및 라우팅 정보의 자동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특별한 노력없이도 수행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호 라우팅의 최적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실시된다.

실시예

도 1은 통신시스템(100)에서 이동 단말(12)과 다른 단말(16)을 연결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통신시스템(100)

은 1인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도 있고, 1인 이상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위치기반정보의 저장을 위해 데이터저장부(102)도 제공된다. 데이터저장부(102)는 통신

시스템(100)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되며, 이에 대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통신시스템을 통해 접속들의 확립을 위한 라우팅정보를 제공하

는 방법이 제시된다. 도 2의 순서도는 일실시예를 나타낸다. 단계200에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는 데이터저장부에 저장된

다. 단계204에서, 단말은 데이터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던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제공받는다. 단계206에서, 데이터저장부

에 의해 제공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단말과 적어도 하나의 다른 단말과의 연결이 설정된다. 실시예에서,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단말이며, 그 단말들간의 연결을 라우팅하기 위한 정보는 이동 단말의 위치에 근거하여 선

택된다.

접속 확립은 이동 단말이나 또는 상기 통신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다른 어떤 단말에 의해서도 시작될 수 있다.

도 3은 이동국이라고도 불리는 이동 단말(12)의 단순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당업자는 일반적인 이동 단말의 작동 및 특징

에 익숙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동 단말을 전화의 발신 및 수신,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송수신 및 멀티미디어 컨텐

츠 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이용과 같은 태스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이동 단

말은 이동통신망의 기지국과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안테나(302)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 단말은 또한 이동 단

말의 사용자를 위한 이미지나 기타 그래픽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304)도 포함할 수 있다. 스틸이미지나 비디

오 이미지를 캡쳐하기 위한 카메라수단도 제공될 수 있다. 스피커 수단도 통상적으로 제공된다. 이동 단말의 동작은 제어

버튼(306), 음성명령 등의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될 수 있다. 더욱이, 이동 단말은 처리수단(308) 및 메모

리수단(310)을 포함한다.

이동국(12)은 위치기반 라우팅정보의 입력을 위한, 예를 들면 네트워크로부터 라우팅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수단을 더

포함한다. 또한, 이동국(12)은 접속 확립을 개시할 수 있는 접속 확립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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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처리수단(308)은 이동국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 처리수단(308)은 이

동국이 속하는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시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처리수단(308)은 또한 위성위치확인시

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도 포함할 수 있고 나아가, 이동 단말의 위치에 근거하여 접속 확립

을 위한 라우팅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다른 기능도 있지만 메모리수단(310)은 라우팅정보를 저장하고 접속 확립을 위한 라우팅정보를 선택하는 데 적합할 수 있

다.

데이터저장부(102)는 사업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네트워크 실체(entity)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이동 단말(12)에 포

함될 수도 있다. 다른 구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후술할 것이다. 데이터저장부(102)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하의 예에서는 라우팅정보가 이동국(12)과의 송수신 호와 연계된다. 따라서

이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된 통신시스템을 통한 접속 확립에 사용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라우팅이 이동국(12)의 위치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그 중 몇 가

지는 이하에서 예를 들어 설명될 것이다.

라우팅정보는 통신시스템에 접속된 단말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개인들과 연관될 수 있다. 이 개인들은 이동국의 사용자에

의해 라우팅정보의 집합, 예를 들면 도 5의 목록(22)과 같은 사용자의 개인 연락처목록에서 선택될 수도 있고, 또한 이 개

인들은 다른 라우팅정보의 집합, 예를 들면 직장동료로 구성된 하위목록에서 선택될 수도 있다. 당연히 개인들을 적당한

분류그룹으로 나누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이동 단말(12)에는 이동 단말(12)의 메모리수단(310)에 있는 데이터저장부(102)에 저장된 최소한 두

개의, 바람직하게는 복수의 선택적인 라우팅 정보 집합들이 제공된다. 이동 단말(12)은 이동 단말(12)의 위치에 기초하여

어떠한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사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 단말(12)은 회사의 전화번호부에

의해 제공되는 복수의 선택적인 라우팅정보 집합들을 저장할 수 있다. 라우팅정보의 집합들 중 하나는 홈네트워크 안에 있

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다른 라우팅 정보 집합들은 각 방문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이동 단말(12)은 자신의 메모리수단(310)에 있는 데이터저장부(102)에 저장된 라우팅정보를 업데

이트하기 위해 미리 지정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데이터저장부는 이동 단말에 의해 수신된 추가적

인 라우팅정보를 기초로 하여 이동 단말에 의해 다른 라우팅정보 집합으로 변환될 기본 라우팅정보 집합을 포함할 수 있

다.

또다른 예의 라우팅정보는 지역 전화번호(local call-in numbers)와 소위 2단(two-stage) 다이얼링을 수행하기 위한 다

른 파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비용효율적인 대안과 같은 특정한 라우팅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또는 사업자 네트워

크에 대하여는 라우팅정보가 널(null)이 될 수 있다.

이동국(12)은 라우팅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적당한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이동 단말의 소

정의 위치이동, 이동 단말의 접속설정, 업데이트 요구, 이동 단말이 속하는 홈네트워크의 가입자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의 정보수신, 개인 이동 단말과 연관된 라우팅정보의 변경과 같은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벤트의 실례로 현재 네트워크의 사업자가 이동국이 속하는 네트워크와 다르다고 탐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

면, 단말이 현재 네트워크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지할 때마다, 특정 연락처데이터베이스나 현재 국가에 대한 라우팅정보

의 집합이 존재하는지 체크할 수 있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 연락처데이터베이스 또는 라우팅정보의 집합은 활성 연락처데

이터베이스 또는 활성 라우팅정보의 집합으로 설정된다. 존재하지 않으면, 국제 또는 다른 기본 연락처데이터베이스나 라

우팅정보의 집합이 활성 연락처데이터베이스 또는 활성 라우팅정보의 집합으로 설정된다.

이동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로밍한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이동국은 네트워크 등록과정에

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사업자지표(operator indicator)를 토대로 사업자의 변동을 탐지할 수 있다. 가능한 다른 식별

정보로는 셀ID 또는 통신시스템의 기지국과 연관된 또다른 식별정보 등이 있다. 이동국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관련된 정

보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위치정보는, 예를 들면 이동 네트워크와 연관된 소위 위치정보서비스(LCS:

location information services) 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은 위성기반 위치확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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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위치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과 관계 있는 추가적인 상태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

러한 파라미터에는, 사용자의 동적 프로파일의 형식으로써 타인에게 표시하여 자신을 알리기 위한 프리젠스(presence)

정보, 공유정보 및 제어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그 파라미터는 무선랜(WLAN)기술, 블루투스와 같은 개인영역

네트워킹(PAN:Personal Area Networking)기술을 사용하는 지원형 대체 네트워크의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 및 기타

상황 인식과 관련되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예를 들면 회사의 피고용인들과 같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 이동국 사용자들의 경우에 로밍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분산통화메커니즘(distributed calling mechanism)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로밍 이동국이 라우팅서버(20)로부터 제공된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호를 발신하거나 수신하

는 실시예를 참조하여 후술한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의 두 가지 예를 보여준다. 예시되는 통신시스템은 각기 다른 네트워

크 1,8,10,11로 구성된다. 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자들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장비 또는 단말이 나타나

있다. 더 자세히는, 이동 단말 또는 이동국(2,12) 및 유선단말(6,16)이 도시되어 있다.

도 4 및 도 5의 실시예에서, 이동국2는 제1이동통신망(1)에 가입되어 있다. 이동국12는 네트워크11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

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제1이동통신망(1)은 이하 이동국2의 홈네트워크 또는 홈 통신시스템이라 한다. 이동국12는 제2

이동통신망(11)을 로밍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2이동통신망(11)은 이하 방문 네트워크 또는 방문이동

통신망이라 한다.

단말 2,6,12,16은 고용자들이 이동국을 최소한 두 네트워크, 예를 들면 두 나라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조직과 연관될 수

있다. 이하의 예에서 그러한 조직은 '회사' 또는 '법인'이라 칭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나 법인이라는 용어는 이동국 및 기타

가입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한 임의의 조직 또는 유사한 조직을 언급하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조직에는 정부기관, 국내외단체, UN 및 기타 산하기구, 무역기구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조직에는 상업서비스 공급업자와 같은 제3자도 포함될 것이다.

네트워크11에 연결된 이동국12 및 상대방, 예를 들면 제1이동통신망(1)에 연결된 다른주체간의 접속은 제3통신네트워크

(10)를 통해 확립, 즉 설정될 수 있다. 네트워크1 및 네트워크11은 통상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접속되어 있거나 혹은 도 5

에서와 같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호교신한다. 이같은 네트워크1 및 네트워크11간의 접속은 도 4의 선 9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선 9는 로밍 이동국(12)과 홈네트워크(1) 사이의 기본적인 연결방식으로서 제공되는 연결과 같이, 두 네트워크간의

기타 가능한 접속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또다른 이동국, 예를 들면 이동국2일 수도 있고, 또한 공중전화교환망(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의 단말(6)처럼 다른 종류의 단말일 수도 있다. PSTN단말(6)은 PSTN 또는/및 적당한 게이트웨이 장치(7) 등에

의해 네트워크1에 접속될 수 있다.

어떤 실시예에서는, 단말들 중 하나는 컴퓨터일 수 있다. 이때, 접속확립은 이동 단말과 컴퓨터간의 데이터접속을 확립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각 이동통신망(1,11)은 기지국(3,13), MSC(Mobile Switching Centre)(5,15) 와 HLR(Home Location Register) 및 VLR

(Visited Location Register) 등 관련 레지스터들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도 1의 네트워크

100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도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동통신망은 통상적으로 기지국제어기 또는/및 무선망제어기, 지

원노드, 게이트웨이 등과 같은 네트워크 실체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당업자라면 이동통신망에

서 요구되는 구성요소들에 친숙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성요소들은

본 발명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을 위해 도면에서는 생략한다.

제3통신네트워크(10)는 네트워크1 및 네트워크11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3통신네트워크

(10)에의 접속에 대한 비용(존재한다면)은 네트워크1 및 네트워크11의 사업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요금과는

별도일 수 있다.

제3통신네트워크(10)는 데이터통신을 위해 패킷교환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도 4 및 도 5에서 제3통신네트워크(10)는 IP

(Internet Protocol)기반의 패킷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이다. 패킷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는 회사 내부의 데이터 통신망(예를

들면, 회사의 인트라넷)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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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시스템(10)은 회사의 소위 VoIP(Voice over IP) 백본 구축에 적합할 수 있다. 당업자는 IP기반의 통신네트워크 및

VoIP백본의 개념에 친숙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IP는 조직간의 데이터통신 네트워크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패킷교환 프로토콜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VoIP백본은 IP기반시스템(10)에 연결된 단말들간의

음성 호 설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라우팅서버(RS)(20)도 도시되어 있다. 라우팅서버(20)는 예를 들면 통신네트워크10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통신시

스템에 접속될 수 있다. 라우팅서버(20)는 통신시스템의 단말들에게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라우팅

서버(20)는 적당한 저장수단, 즉 통신시스템과 연관된 단말 및 개인장치의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부(102)에 라우팅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일실시예에서 라우팅서버(20)는 다양한 라우팅정보의 집합들, 예를

들면 홈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집합 및 로밍사용을 위한 집합 등을 저장한다. 라우팅서버(20)는 복수의 라우팅정보 집합들

을 포함할 수 있고, 각 집합은 특정의 방문 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위치와 연관된다.

라우팅서버(20)는 푸싱에 의해, 즉 단말로부터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단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우팅서버(20)는 미리 정해진 이벤트에 응답하여 자동으로 적당한 라우팅정보를 로밍 이동국(12)으로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국이 네트워크11을 방문중이라는 메시지정보에 의해 전송을 시작할 수 있다.

라우팅서버(20)는 또한 라우팅정보를 조회하는 단말에게 라우팅정보를 전송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우팅정

보는 통신시스템을 통한 접속의 설정을 시작하려는 단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라우팅정보를 조회하는 단말은 통신시스템

에 접속된 다른 단말로 전화를 거는 이동국일 수 있다. 또는, 라우팅정보를 조회하는 단말은 통신시스템에 접속된 이동국

으로 전화를 거는 임의의 단말이 될 수 있다.

라우팅서버(20)는 통신시스템의 임의의 실체와는 물론, 네트워크들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된 단말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다.

라우팅서버(20)는 또한 단말들의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데 적합할 수도 있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이동국(12)은 예를 들어

통신네트워크11의 커버리지로 진입할 때 자신의 위치정보를 라우팅서버(20)로 통지할 수 있다.

라우팅서버(20)는 예를 들면 요청시 또는 요청이 없어도 단말에 전송될 수 있는 사내전화번호부 및 관련 사용자정보와 같

은 특정 라우팅 정보의 집합을 저장할 수도 있다. 상기 서버는 단말 내의 연락처 정보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용자

가 수동으로 입력한 연락처 정보에 대한 자동 백업을 제공하며, 연락처 정보에서 동일한 이름들을 자동 인식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

라우팅서버(20)는 이동국12와 같은 단말이 네트워크 또는 위치 영역에 진입할 때마다, 즉 통신시스템에서 단말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서, 이동국의 로밍상황이 인식되는 경우 또는 단말의 전원이 켜지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말은 바람직하게는 자동으로 라우팅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라우팅 서

버 역시 소정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라우팅서버는 반드시 분리된 실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신, 그 기능은 이하에서 설명할 도

4 및 도 5의 액세스포인트(AP:Access Point)(4)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네트워크 실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라우팅서버의 기능이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서버 또는 SIP 프록시서버에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라우팅서버는 SIP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라우팅서버(20)로부터의 라우팅정보와 같은 위치기반 라우팅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수단

을 포함한다. 입력수단은 처리수단(308)에 포함될 수 있다.

이동 단말은 또한 메모리수단(310)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메모리수단(310)은 라우팅서버(20)로부터 수신된 라우팅

정보를 저장하기에 적합하다. 단말이 라우팅정보를 요청하면, 적절한 라우팅정보의 집합 또는 그 일부분이 단말에 제공될

수 있다. 적절한 라우팅정보의 집합은 또한 예를 들어 단말이 라우팅서버(20)에 자신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동

적으로 단말에 제공될 수 있다.

라우팅정보는 라우팅서버(20)로부터, 도시된 통신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이동국에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국은 라우팅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근거리 무선링크 또는 케이블 등의 적절한 로컬접속수단을 통해 라우팅

서버(20)에 접속할 수 있다. 라우팅정보는 또한 적당한 메모리 카드 등의 메모리수단(310)을 이용하여 이동국으로 전송 및

/또는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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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이동국의 메모리수단(310)에 저장된 라우팅정보는 라우팅서버(20)로부터 수신된 라우팅정보

를 기초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 따르면, 로밍상황시 이동국(12)은 라우팅서버(20)로부터 메모리수단(310)에 저장된 모든 라우팅 정보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동작은, 후술하겠지만, 도 4의 AP14와 같은 로컬 액세스포인트의 번

호를 이동국의 메모리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다이얼링 목록의 각 번호 앞에 부가하는 것이다. 이동국이 라우팅서버로부터

원하는 전화번호목록의 전체나 일부, 또는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수신하고 이전의 다이얼링 목록이나 라우팅정보의 집합에

새로운 다이얼링목록 또는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오버라이트(overwrite)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경

우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선택적이거나 또는 보완적인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 6 내지 도 8과 관련하여 몇몇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다. 시스템은

여기서 설명한 복수의 기능들 또는 그중 한두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일실시예의 수행절차를 보여주는 도 6의 흐름도를 참조하기로 한다. 단계600에서, 복수의 라우팅정보 집합들이

이동 단말의 메모리수단에 저장된다. 이동 단말이 네트워크로 진입하면, 단계602에서 그 네트워크와 연관된 라우팅정보의

집합이 라우팅정보의 집합들 가운데서 선택된다. 그 후, 단계604에서 상기 이동 단말과 상대 이동 단말간의 접속이 선택된

라우팅정보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단계700에서 라우팅정보는 라우팅서버에 저장된다. 그 후, 라우팅정보는 단계

702에서 라우팅서버로부터 이동 단말로 제공될 수 있다. 단계704에서 라우팅정보는 이동 단말에 의해 수신되고 그 이동

단말의 메모리수단에 저장된다. 이동 단말의 사용자가 다른 단말과의 접속을 설정하기를 원할 때, 단계706에서는 그 이동

단말의 위치에 근거하여 메모리수단으로부터 적절한 라우팅정보가 선택된다. 그러면, 단계708에서 그 이동 단말과 다른

이동 단말간의 접속이 선택된 라우팅정보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도 8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라우팅서버(20)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라우팅 정

보를 특정 이동국의 위치와 연관된 위치 정보를 토대로 변경하도록 구성된다. 위치정보는 예를 들면 이동 단말, 회사별 액

세스포인트, 홈네트워크나 방문네트워크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경우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 8의 흐름도가 참조될 수 있다.

단계800에서, 새로운 위치, 예를 들면 방문네트워크로 진입하는 이동국의 위치정보는 라우팅서버로 제공된다. 라우팅서버

에 저장된 라우팅정보는 단계802에서 그 이동국의 새로운 위치에 근거하여 변경된다. 이 변경작업은 이동국과 관련된 라

우팅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 및/또는 그 이동국으로 전송될 적절한 라우팅정보의 집합을 선택하는 작업을 포함할 수 있

다. 그후, 단계804에서 라우팅정보는 라우팅서버로부터 단말로 전송된다. 단말은 그 정보를 단계806에서 접속설정의 개

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접속 설정의 개시는 라우팅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실행될 수 있거나, 라우팅정보는 단말에 저장

된 후에 접속 설정을 위해 사용된다.

통상적인 경우, 라우팅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이동국의 위치는 국가별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몇몇 예들을 이하에서 제시한다.

라우팅 정보의 클라이언트는 로밍 이동국을 인식하면 라우팅서버, 또는 데이터저장부에 위치기반정보를 저장하는 다른 실

체와 연관된 서비스번호로 단문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낸다. 이하에서, 라우팅서버는 데이터저장부에 위치기반 정보를 저장

하는 실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그 실체가 기타 적절한 네트워크 실체일 수도 있으

며, 이러한 설명부분에서 그의 몇 가지 예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사업자 식별정보의 변경 등을 통해 로

밍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식별정보는 단문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 라우팅서버는 단문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저장부

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식별정보에 근거하여 업데이트한다.

이동국12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처리수단(308)을 포함한다. 처리수단은 이동국의 위치를 라우팅서버에 통지하는 과정에 개

입할 수 있다.

고용자의 위치정보는 또한 이동국의 MSISDN을 기초로 문의하여 사업자 네트워크로부터 복원될 수 있다. 라우팅서버는

그 단말의 위치가 변경되었는지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라우팅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체크는 단말의 홈 네트워

크의 사업자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 체크는 소정의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또는 원할 때마다 수행될 수 있으며 자동 또는

수동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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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예는 로밍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전화를 걸 때, 명확한 위치 등록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호가 사

내IP망으로 라우팅된 선택 경로, 즉 호가 착신된 게이트웨이에 근거하여 위치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예

를 들면 로밍 이동국이 방문네트워크에서 사내통신망(10)을 통해 라우팅서버의 지원을 받아 첫 접속을 설정하는 경우에

명확한 위치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후, 라우팅서버는 호가 사내통신망으로 라우팅되는 선택 경로, 예컨대 호가 사내

통신망(10)으로 착신되는 게이트웨이에 근거하여 위치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라우팅서버는 또한 통신네트워크에서 한 단말과 결부된 사용자의 라우팅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 단말에는 이동국의 사

용자가 접속을 설정하고자 하는 통신시스템에 연결된 어떠한 단말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단말은 통신시스템에 포함된 임의

의 네트워크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사무실 등과 같은 사용자의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또한 연락처 정보가 변

경되면, 라우팅서버의 라우팅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 라우팅서버는 사용자로부터 예를 들면 등록메시지를 통해 직접 라우

팅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라우팅서버는 또한 등록관리자 등과 같은 데 3자로부터 라우팅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도 4로 돌아가서, 단말 2,6,12 또는/및 16 으로의/으로부터의 통화비용을 지불의무가 있는 회사는 적

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기반 액세스포인트(AP)실체 4,14를 구축해 놓고 있다. AP실체는 홈네트워크(1)와 연관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최소한 하나의 외국에 제공될 수 있다. 도 4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방문네트워크(11)와 연관하여 제공될 수 있

다. AP실체는 각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들(2,6,12,16)에 액세스포인트를 제공하여 단말들이 제3통신네트워크(10)를 통

해 연결될 수 있게 한다. AP실체들(4,14)은 이동국(2,12)의 사용자들이 고용된 회사의 IP시스템(10)을 통해 통신할 수 있

다. 여기서 이해하여야 할 점은 이동국이나 기타 다른 단말의 사용자들이 통신네트워크10을 운영하는 회사의 피고용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예시의 목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단말들의 사용자들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AP실체는 서버 또는 유사한 데이터처리실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AP서버는 네트워크10에 접근가능한 어떤 지역에도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구내, 각 통신네트워크 사업자의 건물 내, 심지어는 제3서비스 사업자의 건물에도 위치할 수

있다. 도 4의 실시예에서 AP서버(4,14)에는 IP네트워크(10)를 통해 서로간에 VoIP통신을 허용하는 통신수단이 제공된다.

AP서버 4,14는 또한 각각의 이동통신망 1,11에 연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AP서버 4는 또한 고정 PSTN 네트워크에

접속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AP서버 4,14는 그 응용에 따라 로컬 MSC(5), PSTN(7), 지능망(IN:Intelligent Network)

실체(도시하지 않음) 등과 같이 가입자에의 접속 제공에 개입하는 네트워크의 어떠한 실체와도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PSTN 게이트웨이 기능이 AP로 통합될 수 있다.

도 4의 AP실체(4,14)는 가능한 액세스포인트의 일례일 뿐이다. 가능한 액세스포인트의 구현예에는 이동 가상사설망

(VPN:Virtual Private Network)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타 브레이크인(break-in) 또는/및 브레이크아웃(break-out) 기능

을 가지는 VoIP박스, 전화카드접속번호 또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는 맞춤형 액세스포인트가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구현예

는 다양한 실시태양에 의존한다. 로밍상황에서나 또는 음성 다이얼링과 관련한 호의 최적화에는, 가장 세심한 해결책이 요

구될 수 있다.

몇몇 네트워크에서는 자동 2단(two-stage) 다이얼링이 요구될 수 있다. 2단 다이얼링에서는 AP실체 또는 유사한 요소의

번호가 단말의 전화번호 앞에 부가된다. 통상적으로, AP의 번호는 중지(pause)“p”에 의해 단말의 실제 전화번호와 구분

된다.

그러한 경우, 접속을 확립할 때 다이얼링해야 하는 전화번호들은 수신자 및 홈 네트워크와 비교해 보면 발신자의 위치에

의존하여 네트워크별로 달라진다. 위치에 상관없이 2단 다이얼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번호의 조합이 가능

하거나 쉽게 공식화할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번호의 조합이 모든 위치에서 용이하게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국이나 라우팅서버는 그러한 번호조합을 관리 및 생성할 수 있다. 이동국이나 라우팅서버는 소위 하위목록(sub-list)

이라 불리는 네트워크별 라우팅 정보의 집합을 소위 연락처데이터베이스라 불리는 더 큰 데이터저장부로부터 생성할 수

있다. 그러한 하위목록은 AP번호와 연락처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연락처번호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핀란드

사람이 독일에 가는 경우, 사용자가 로컬 독일 AP에 등록되면 라우팅서버는 그 특정한 방문사용자를 위해 핀란드어로 된

국가별 목록에 로컬 독일AP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인 라우팅 정보의 집합 또는 네트워크별 라우팅 정보의 집합은 복수

의 사용자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는 이동 단말의 메모리수단 또는 라우팅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 의하면,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는 회피될 수 있다. 각 호 설정시에 라우팅 정보는 마스터 라우팅 정보 집합에 포

함되어 있는 선택된 연락처데이터베이스 엔트리에 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엔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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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저장부에 저장된 위치기반 라우팅 정보를 사용하여 단말이 다이얼해야 할 실제 번호로 변환된다. 그러한 변환은 예

를 들면 연락처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번호 앞에 AP번호를 부가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AP번호는 위

치기반 라우팅 정보이다.

특정 단말의 연락처정보가 라우팅 정보의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전화번호 등과 같은 수신단말

주소가 발신단말에 입력된다. 그러면, 발신단말은 위치기반 라우팅 정보에 기초하여 다이얼된 번호를 변환하는 등과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국이 홈 네트워크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거나 로밍중일 때 이름 기반의 다이얼링이

가능하다. 연락처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라우팅서버는 로밍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이름이 언제

나 업데이트된, 원하는 라우팅 정보와 연계될 수 있게 한다. 이름과 연계된 번호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후술할 등

록과정과 관련하여 라우팅 서버에서 업데이트될 수가 있으며, 로밍 이동국은 로밍서버로부터 보내진 정보들 중 적당한 라

우팅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름 기반의 다이얼링 시스템은 로밍 이동국으로부터의 호를 이동국에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로부터 선택되거나 말해진,

또는 입력된 이름에 따라 경로 선택한다. 로밍 이동국의 사용자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444'와

같은 짧은 접속번호를 다이얼링함으로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모든 국가에 회사가 그러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사원은 여행중에 수신자의 성명을 제공하기만 하면, 어떠한 직장동료에게도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러면 수

신자의 위치 및 그에 따른 라우팅 정보는 연락처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원될 수 있다. 사용자의 개인 다이얼링 목록 복사본

을 라우팅서버가 가지고 있으면, 로밍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연락처리스트에 나타나는 이름들 중 누구에게도 상기 서비스

를 통해 전화를 걸 수 있다.

라우팅서버에서 업데이트된 사용자의 연락처 리스트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이동국은, 로밍

AP의 번호 뿐 아니라 세부 연락처정보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이동국의 성능이 항상 발전하고 있긴 하더라도, 한정된

리스트만을 저장할 수 있다. 큰 회사에서 피고용자 및 그들의 연락처정보목록은 상당히 많을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점으

로는 그 리스트가 정기적으로, 심지어는 매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보를 네트워크측에 저장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신시스템을 통한 단말간 접속확립의 몇 가지 예가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동국 12의 사용자가 방문 네트워크, 예를 들면 외국에 도착하면 이동국12는 로컬 사업자 네트워크 11에 최신식으로 등

록될 수 있다. 등록과정은 이동전화교환국 및 방문자위치레지스터 (MSC/VLR) 15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그러한 등록과

정은 적절한 이동통신표준에 의해 잘 정의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더욱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요청되는 호 라우팅

과 과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게다가, 이동국 12는 회사의 로컬AP 14로 등록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로컬AP는 방문 네트워크 11과 연관되며, 따라서 방

문AP라 언급될 수도 있다.

이하 일례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AP를 참조하여 등록과정을 설명한다. AP는 라우팅서버(20)에게 등록된 이동국의 위치를

통보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 이동국의 홈 네트워크가 방문네트워크로부터의 새로운 위치정보의 수신을 라우팅서버로

통지하는 이동국의 위치관련정보는 라우팅서버에게 직접 제공될 수도 있다.

시스템의 사용자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로밍 사용자가 라우팅서버 및/또는 로컬AP로 실제 등록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등록과정을 자동식으로 함으로써 등록과정이 끊김없이,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투명하게 수행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치정보 메시지 자체에 이동국이 로컬AP로 등록해야 하는 지역에 진입했음을 지시하는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말이 AP 및/또는 라우팅서버에로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탐지에 대한 응답으로 자동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자동 등록과정이 개시될 수 있다. 그 메시지는 예를 들면 단문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또는 이메일 메시지 등이 될 수

있다. AP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예를 들면 메시지에 포함된 사업자 식별정보를 기초로 하여 단말 위치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AP는 또한 이동국의 위치관련 정보를 라우팅서버로 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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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적으로, 등록과정은 로컬AP로의 자동 전화발신 또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기타 자동처리작업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

다. 자동등록 대신, 단순히 이동국 11의 사용자는 특정 버튼을 눌러 이동국의 메뉴에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요청메

시지(예를 들면 짧은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를 AP 14로 보냄으로써 AP 14로의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이 완전히 사용자에게만 의존한다면 비용절감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동 등록방식이 바람직하다. 사

용자들은 자신들이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더욱 그러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 12에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목적지와 연관된 라우팅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

이 제공된다. 이동 단말 12는 자동으로 또는 요청에 의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수신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밍상황이 등록과정과 관련되어 인지되면, 연락처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하위목록 또는 AP목록 등의 다른 적

절한 목록이 자동적으로 이동국에게 제공될 수 있다. 등록과정에서, 하위 목록은 이동국이 로밍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다른

특정 위치에 기초하여 이동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자동선택은 이동국 또는 기타 이동국이 접속된 네트워크

의 적절한 실체 또는 조직의 실체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라우팅서버, AP 또는 네트워크로부터의 메시지는 사업자가 회사와 연합관계인지, 사업자가 회사 다이얼러 기능을 지원하

는지, 회사 다이얼러 기능이 어떻게 이용가능한지에 관한 정보, 가장 가까운 AP에 관한 콜-인 번호 및 기타 세부정보, 2단

호 설정방식에 관한 세부정보, AP의 인증키 또는 세부정보, '+'대신 사용될 권장 IDD코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

게는, 이 정보는 파라미터화된 형식으로 보내진다.

연락이 취해진 방문AP 또는 기타 네트워크 요소는 이동국이 라우팅서버로부터 라우팅 정보를 수신하거나 예를 들면 AP로

부터 다른 정보를 수신해도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국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인증절차는 예를 들면

이동국의 전화번호(예를 들면 MSISDN(Mobile Subscriber International Inter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Numbe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기타 고유한 식별번호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요청되는 보안수준 및 사

용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식별정보는 예컨대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fier),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번호, 이동장치 자체의 고유 식별번호(예를 들면,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등에 기초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원래의 발신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화가 공중망에서 회사의 사설망으로 오는 경우 이런 일이 발

생할 수 있다. 게다가 발신자가 발신번호 관련정보의 전송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 발신번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식별작업

은 예를 들어 단문메시지, 음성에 반응하는 음성인식기능, 또는 DTMF(Dual-Tone Multi-Frequency)톤 등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발신자 식별은 AP로 호설정이 된 직후 즉시 AP 내의 식별실체가 특정 DTMF톤, 예를 들면 '9'를 발생시켜서 인바운드

(inbound)신호로서 보내지는 발신자 식별 문의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말의 식별모듈이 그 톤을 수신하면 DTMF톤을

통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 단말의 번호정보를 보낼 수 있다. 식별 객체는 식별수단은 그 번호를 받아 예를 들면 AP 내

의 레지스터에서 해당 MSISDN을 검색하고, 그 번호가 레지스터에서 발견되면 호 설정절차를 계속한다. 그 번호가 레지스

터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호는 거부될 수 있고 식별실체는 호 기록(call log)에 '승인되지 않은 호 시도'를 등록할 수 있다.

식별실체가 문의에 대한 응답을 일정 시간, 예를 들면 5초 내에 받지 못하면(즉, 발신자의 단말이 발신자 식별 문의를 지원

하지 않으면), 호 설정은 진행될 수 있지만 식별 실체는 '번호없음'을 호 기록에 등록할 수 있다.

DTMF톤을 이용한 발신자 식별 문의는 수신자에 의해 발신자 식별정보가 달리 수신되지 않을 때마다 수동으로, 또는 소프

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호 접속은 문의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설정될 필요가 있다.

발신자 식별 문의에 대한 또다른 대안은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AP는 사용자가 발신자 식별정보를 요청

할 수 있게 하는 음성인식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AP가 적절한 발신자 식별정보가 없이 전화를 받으면 회사AP 내의 식별

실체는 사람의 음성으로, 예를 들면 '이름을 말하세요'와 같은 요청을 하고, 그 후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을, 예를 들면

'Jukka Nikander'와 같이 말해야 한다. 식별실체는 사용자의 이름을, 예를 들면 LDAP CN(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Common Name)과 같이 변환하고, 전술한 바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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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이름을 사람의 음성으로 요청하는 것이 몇몇 실시예에서는 필요한 식별정보를 얻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하

지만,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대화식음성응답(IVR:Interactive Voice Response)기능이 필요하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정

보가 DTMF톤을 이용하여 요청될 수 있다. 식별실체는 어떠한 DTMF톤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후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

을 말할 수 있다.

등록기능의 구현을 위해 이동국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은, Symbian기

반의 이동장치와 같은 차세대 이동국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 장치들은 간단한 장치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용이하게 구현

할 수 있게 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이동국의 필요한 기능은 비전용(non-proprietary) 솔루션으로서(예를 들면, 애드-온

소프트웨어) 구현될 수 있다.

성공적인 인증 후에, 예를 들면 MSISDN, IMSI, SIM, IMEI 코드, DTMF톤이나 음성인식기능을 기초로 하여 이동국 12가

법인 사용자이거나 허용된 사용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외국의 AP 14는 라우팅서버(20) 또는/및 홈AP 4에게 로밍 이동국

12의 등록을 알린다. 라우팅서버(20)가 방문AP 14로부터 이동국 12가 특정 네트워크에서 로밍중이라는 통지를 받은 후,

라우팅서버(20)는 라우팅서버의, 유리하게는 접속 데이터베이스의 라우팅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나서 라우팅서버

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른 단말에게 제공하거나 적절한 다이얼링 하위목록을 이동국 12에게 전송한다.

홈AP 4도 역시 IP시스템 10을 통해 이동국 12로 임의의 호를 라우팅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라우팅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는 AP의 관여 없이 호를 라우팅하고자 한다면, 라우팅서버는 홈위치레지스터에 라우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로밍상황이 인지되고 이동국 12가 방문AP 14 또는/및 방문네트워크 11에 등록되면 통신시스템에 접속된 라우팅서버(20)

는 이동국 12의 위치에 관련된 정보를 수신한다. 라우팅서버(20)는 연락처데이터베이스의 라우팅 정보를 변경한다.

몇몇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라우팅서버, 접속관리 실체들, 단말들 및/또는 기타 네트워크 실체들간에 다른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밍 이동가입자번호 또는 다른 임시번호와 같은 정보를 각 접속관리실체와 홈 및/또는

방문 네트워크의 적절한 네트워크 실체(예를 들면, 가입자의 HLR 및/또는 로밍된 네트워크의 VLR)간에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음성메일서비스센터의 번호 및 단문서비스센터의 번호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라우팅서버의 개인 다이얼링 목록을, 예를 들면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유지할 수 있다. 개인 다이얼링 목록

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중 몇몇은 전술하였다. 또한 음성 다이얼링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라우팅서

버가 필요한 라우팅 정보를 이동국으로 보내면 이동국은 자동으로 동작한다.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라우팅서버로 수신자

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뿐이다. 개인 연락처들은 화자 기반 네임 다이얼링용으로 저장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즉 사용자

가 개인 연락처목록에 원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음성샘플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연락처를 서면 형태로 정

의한 후에 화자와는 무관한 이름인식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웹 인터페이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방식으

로 인식된다. 개인 다이얼링목록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저장하는 것은 이동국 자체에 저장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이름을 저

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타입의 목록들도 저장 가능하다.

로밍 사용자는 모국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음성인식기능을 갖춘 다이얼링 메커니즘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음성인

식 기능을 갖춘 다이얼링 방법은 사용자에게 사용의 간편성, 편안함 및 향상된 안전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운전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특히 유리할 것이다.

라우팅서버는 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화시스템 사업자는 개입될 필요가 없다. 대신, IP시스템(10)을 통

한 VoIP접속이 데이터전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라우팅서버가 회사에 의해 구축된다면, 라우팅 서버를 어떻게 이

용할 것인지는 회사에 달린 것이고, 로컬 사업자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라우팅서버 플랫폼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

업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몇 가지 실시예들은 제3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제3네트워크(10)는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신은 이동국의 위치에 기반하여 최적화된 방법으로 단지 두 개의 네트워크만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최적화는 가격, 품질, 용량, 통신선로의 신뢰도 등 여러가지 요인을 토대로 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 중에서는 제3네트워크(10)가 IP기반 통신시스템(VoIP)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제3통신네트워크(10) 또는

기타 다른 통신 네트워크는 단말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떠한 네트워크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

를 들면, 프레임 릴레이 네트워크 또는 비동기 전송방식(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네트워크 등과 같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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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교환망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통신은 프레임릴레이 음성통신(Voice over Frame Relay)이나 ATM음성통신

(Voice over ATM)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3네트워크(10)는 회사의 통신네트워크이거나 사업자로부터 대여한 것이거나,

제3자에 의해 공급된 것일 수 있다. 사용자가 가입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어떠한 이동시스템도 가능하다.

접속을 위해 로밍 이동국이 사용되지만, 상대방은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

스템에 대한 홈 액세스포인트는 PSTN, LAN 등 어떠한 종류의 통신네트워크와도 연계될 수 있다.

편의상 전술한 몇 가지 실시예에서는 회사의 경우를 설명하였다. 본 발명은 어떠한 이동국 사용자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의 라우팅서버는 많은 조직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우팅 정보의 업데이트는 회사에서 관리하여 회사가 직접

업데이트하도록 할 수 있다. 라우팅서버는 로밍 이동국으로부터 수신하는 등록정보에 기초하여 라우팅 정보를 변경한다.

상기 설명은 본 발명의 예시일 뿐이며, 첨부된 청구항에서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변형을 가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실시예들은 기본적으로 호 접속

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저장부를 사용하는 동일한 개념이 짧은 메시지나 전자메일 등의 라우팅에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는 흐름도,

도 3은 이동 단말의 간략도,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 따라, 한 네트워크에서 로밍중인 이동국과 다른 한 네트워크에 속한 단말간 연결

을 라우팅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략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는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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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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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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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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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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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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