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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의 억세스 네트워크 선택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회선망과 패킷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위한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를 구비하고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
이 중첩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에 의한 최적의 억세스 망 선택 방법에 있어서, 단말이 상기 하나 이상의 억세
스 망들 중 하나에 접속하여 서비스 받는 제 1 단계와, 상기 단말은 상기 접속한 억세스 망으로부터 상기 중첩된 지
역의 억세스 망들의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제 2 단계와, 단말이 상기 억세스 망들의 구성 정보를 수신하여 현재 접속
되어 있는 억세스 망에서 미리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억세스 망을 변경하는 제 3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헤테로지니어스, 억세스, 선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의 최적의 네트워크 선택 방법을 설명하
기 위한 도면.

도 3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의 최적의 네트워크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의 최적의 네트워크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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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억세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양한 억세스 망들이 중첩된 네트
워크 환경에서 최적의 억세스 네트워크 선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회선 망을 통한 음성 서비스 위주의 1, 2세대에서 3세대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
2000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이동전화시스템을 보면 유럽의 GSM 방식, 일본의 PDC방식, 그리고
북미의 TDMA방식과 CDMA방식 등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기 위
해 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이라는 단일 규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IMT-2000 시스템은 제 1 및 2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과는 다르게 가입자들이 광범위한 이동통신 환경
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IMT-2000 시스템인 cdma2000 1X의 경우 무
선 억세스 망을 거쳐 IP 망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최대 153.6Kbps까지, 1xEVDO의 경우 약 2.4Mbps까지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단일 방식에서 IMT-2000이라는 멀티 모드 규격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형
태로 사용화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음성 위주에서 점차 데이터 중심으로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파
수의 효율이 큰 CDMA 방식이 큰 인기를 받으며 이 뿐만 아니라 대역폭이 우수한 무선 LAN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기와 같은 이동통신 환경의 진화와 병행하여 IEEE 802.11x 기반의 무선 LAN이나 HIPERLAN/2, 블루
투스 등과 같은 다양한 무선 억세스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와 동등
한 수준의 이동성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장소나 학교 등을 포함하는 핫 스팟(hot spot) 지역이나 홈 네트웍
환경에서 케이블 모뎀 또는 xDSL과 같은 고정 망을 대체하면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IEEE 802.11b 표준을 따르는 무선 LAN에서는 2.4GHz ISM 대역에서 약 11Mbps의 전송속
도를 제공하고, IEEE 802.11a의 경우, 5GHz 대역에서 최대 54Mbps의 속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구축비
용으로 고속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무선 억세스 기술은 전송속도는 빠르나, 무선 LAN으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극히 제한된 이
동성과 좁은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전파 간섭 등으로 공중망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LAN의 장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무선 MAN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 MAN 기술의 일예로서, 2.3GHz 대역의 휴대 인터넷(HPi)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이용해 실
내외의 정지 환경과 보행 속도, 중/저속(60Km/h 내외)의 이동 환경에서 셀 당 50Mbps의 수용율을 제공할 수 있으
며 무선 채널 상태에 따라 광범위한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따라서, 무선 환경에서 다양한 전송속도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억세스 기술들이 활성화되면 서로 다른 기술들의 장
단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양한 억세스 망을 통해 통신하는 이동 단말이 최적을 네트워크망을 탐색하여 가입자에
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회선망과 패킷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위한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를
구비하고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이 중첩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에 의한 최적의 억세스 망 선택 방법에 있어
서, 단말은 미리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 중 하나의 억세스 망의 접속을 시도하고, 상
기 억세스 망으로의 접속이 성공하면 상기 억세스 망을 통해 통신 서비스 받는 제 1 단계와, 단말이 상기 억세스 망
의 접속에 실패하면,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접속을 시도하는 제 2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회선망과 패킷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위한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를
구비하고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이 중첩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에 의한 최적의 억세스 망 선택 방법에 있어
서, 단말이 상기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 중 하나에 접속하여 서비스 받는 제 1 단계와, 상기 단말은 상기 접속한 억
세스 망으로부터 상기 중첩된 지역의 억세스 망들의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제 2 단계와, 단말이 상기 억세스 망들의
구성 정보를 수신하여 현재 접속되어 있는 억세스 망에서 미리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억세스 망을 변경하는 제 3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상세 동작 및 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
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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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다양한 억세스 네트워크(CDMA/WCDMA 기반의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 IEEE 802.11x 기반의 무선
LAN, 그리고 IEEE 802.16/20, HPi, 등등...)가 포함되어 있는 헤테로 지니어스 네트워크에서 단말이 최적의 억세스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말이 이기종간 억세스 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억세스 망에서 최적의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단말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네트워크를
발견하는 과정과 최적의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상술한 본 발명이 제안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 cdma 2000 1X 및 1x EVDO, UMTS/GPRS와 같은 셀룰
러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LAN/MAN, HIPERLAN/2 등의 다양한 무선 억세스 망들이 중첩된 지역에서 단말이 임
의의 억세스 망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환경인 헤테로지니어스(Heterogeneous) 네트워크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네트워크 구조는 기존의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LAN/MAN에서 정의된 망 구성요소들(MSC,
VLR, HLR, PDSN, AP 등)에 새롭게 패킷 서비스 교환기(Packet Service & Mobility Gateway 이하, PSMG라 함)
를 추가하여 회선 망과 패킷 망을 연동시킨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
드(Packet Data Service Node : PDSN)는 CDMA 1X 및 1xEVDO 망의 기지국에 연동되고, 억세스 라우터
(Access Router)는 무선 LAN/MAN 망의 기지국에 연동되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PDSN/AR"로 병기하였음
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더라도 각각 연동하는 망에 따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억세스 라우터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는 기존의 다양한 억세스 망 예를 들어 CDMA 2000 1X, 1xEVDO 및 무선 LAN/MAN 망
과, 상기 다양한 억세스 망을 통해 서비스 망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회선 망과 패킷 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PSMG(11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PSMG(110)는 사용자의 IP 네트워크(130)와 SS7 네트워크(140)간에 연결되어 있다. 즉, IS-41 기반의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가입자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와, 에스아이피(Service Internet Protocol 이하,
SIP라 약칭함)를 사용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억세스 라우터(120) 및 SIP 서버(도시되지 않음)에 연결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PSMG(110)는 IS-41과 SIP 사이의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고, 이동 단말로부터의 위치 등
록 및 PDSN/AR로부터의 SIP 등록 과정을 통해 사용자 및 이동 단말의 접속 상태를 관리한다. 이때, PSMG(110)가
관리하는 이동 단말의 접속 상태를 "on packet" 상태와 "on circuit" 상태로 한다. 또한, 상기 PSMG(110)는 다양한
억세스 망을 통해 아이피(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 약칭함)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위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SIP 레지스터 기능을 수행하고, 이동 단말의 위치등록 과정을 통해 전달받은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
로 NIN, IP 주소, NAI 정보 등의 상호 연결 관계를 관리한다.

상기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110)와 연결된 가입자 위치 등록기(131)는 서비스 망에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서
비스 프로파일이 저장되며, 서비스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단말 및 가입자에 대한 위치관리, 상태 관리 및 인증 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이동성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자동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능 외에 가입자 위
치 등록기(131)는 회선 망 및 패킷 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위해 단말의 하이브리드(hybrid operation), 회선 망에 접
속한 사용자의 음성 및 데이터 호 착신에 관련된 서비스 프로파일을 저장한다. 그리고 이동 단말 또는 공중전화망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PSTN)(도시되지 않음)이 전달하는 착신 호를 처리할 때, 이동 단말의 종
류가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이동 단말(이하, HAT이라 함)임을 구분한다. 여기서 이동 단말의 종류
는 가입자 정보에 포함되어 저장된다. 상기 이동 단말은 하이브리드 동작(hybrid operation)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동작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서킷과 패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상기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110)과 SIP로 연결된 상기 패킷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억세스 라우터(120)는 점대
점 프로토콜(Point to Ponit Protocol 이하, PPP라 약칭함) 연결을 통해 이동 단말과의 2계층 연결을 형성한다. 그
리고 IP 주소할당 및 IP 패킷 라우팅, 모바일 IP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FA)기능, 과금 및 인증을 위한 인증 서버
(180)와의 연동, 서비스 품질(QoS) 지원 등에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능외에 패킷 데이터 서
비스 노드 또는 억세스 라우터(120)는 회선망 및 패킷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기능들을 수
행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억세스 라우터(120)는, 심플(Simple) IP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SIP
등록 과정을 수행하면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110)로 SIP 등록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바일 IP 서비스에 가입한 사
용자의 단말이 모바일 IP 등록 과정을 수행하면 PSMG에게 SIP 등록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동 단말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억세스 라우터(120)와의 PPP 연결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억세스 망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110)로 SIP 등록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억세스 라우터(120)는 'on circuit'상태의 이동 단말(HAT)로 전달되는 IP 패킷
을 수신하면, 이동 단말(HAT)이 패킷 억세스 네트워크(AN)를 통해 접속할 때까지 IP 패킷에 대한 버퍼링을 수행하
고, 이동 단말로부터 SIP 또는 모바일 IP 등록, 가입자 위치 등록기(131)로부터의 통지 과정을 통해 사용자 및 단말
의 접속 상태를 관리한다. 여기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또는 억세스 라우터(120)가 관리하는 이동 단말의 접속
상태가 패킷 망과 통신하는 상태이면 "on packet"라 하고, 회선 망과 통신하는 상태는 "on circuit"라 한다.

인증 서버(180)는 RADIUS 또는 DIAMETER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억세스 라우터
(120)와 연결하여 단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과금 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송수신 한다. 그리고 이동 단말의 하이
브리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외에 CDMA 1x 망의 기지
국(140), 1X EVDO 망의 기지국(150) 및 억세스 포인터(Access Point : AP)(160)를 포함하는 무선 LAN/MAN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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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cdma 1x 망에 연결된
교환기들(MSC/VLR(133) 및 GMSC(132)) 및 무선 LAN/MAN 망에 연결된 홈 에이젼트(Home Agent : HA)(170)
에 대한 설명도 잘 알려진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LBS (location based services)(190)는 어떤 정보 기기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이
며 이동 단말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시스템상에서의 최적의 액세스망을 발견 및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액세스 네트워크 시스템 발견 및 선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200 단계에서 단말에 전원이 인가되면, 단말은 다양한 종류의 액세스 네트워크 시스템들 중 하나
에 접속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기 단말은 가입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 종류의 선호도
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수의 액세스 네트워크 시스템들간의 우선 순위 정보가 저장되어 있거나, 가입자의 선호도가
불분명한 경우 단말 내의 임의로 설정된 우선 순위가 저장되어 있다. 또한, 선호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입자는
이동 단말를 통해 선호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단말은 210 단계에서 상기 우선 순위 정보를 검출하게 된다. 220 단계에서 단말은 제 1 순위의 네트워크의
획득을 시도한다. 도 2b는 상기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로 WLAN, DO, 1X를 포함하는 헤테로지니어스 네트
워크 환경에서 단말의 선호도가 WLAN →DO→1X 의 순서로 되어 있을 경우의 네트워크 획득 과정을 도시한 도면
으로써, 이를 참조하면 제 1 순위가 WLAN 망이므로 단말은 WLAN 망의 획득을 시도한다.

230 단계에서 단말은 상기 획득을 시도한 네트워크 망의 획득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230 단계의 판
단 결과, 상기 제 1 네트워크 망의 획득이 성공하면, 단말은 240 단계에서 상기 제 1 네트워크 망으로 접속하여 통신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230 단계의 판단 결과, 상기 제 1 네트워크 망의 획득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단말
은 250 단계에서 제 2 순위의 네트워크의 획득을 시도한다. 도 2b를 참조하면, 제 2 순위가 DO이므로 상기 단말은
DO 망의 획득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면, 단말은 230 단계를 다시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240 단계 또는 250 단계
를 반복하게 된다. 도 2b를 참조하면, 단말이 DO 망의 획득이 성공하게 되면, DO에 접속하게 되고, DO망의 획득이
성공하지 못하면, 제 3 순위의 1x 망의 획득을 시도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단말이 접속 가능한 다수의 네트워크들 중 어떤 네트워크의 획득도 성공하
지 못하고 중첩망에 존재하게 되면, 단말이 다시 최적의 망으로 호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서 도와주는 다
른 실시예를 포함한다. 상기의 방식은 또한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셀정보를 단말로 전달하는 방식과, 코어 네트워크
에서 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면, 우선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셀정보를 단말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단말의 액세스 네트워크 시스템 획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단말에 전원이 인가되어, 310 단계의 네트워크 발견 단계를 통해 320 단계에서 CDMA 1x AN의
시스템을 획득한다. 상기 획득된 액세스 네트워크는 더미 파일럿(dummy pilot)에 PN값을 특정한 값으로 설정하여
단말로 전송한다. 이때 액세스 네트워크는 더미 파일럿의 세기를 1xEV-DO나 WLAN의 커버리지에 맞게 조정을 해
야 한다. 단말은 특정 PN 값으로 설정된 더미 파일럿을 수신하면, 미리 약속된 PN 정보를 통해 중첩된 지역의 네트
워크의 구성을 알게된다. 단말은 상기 PN 정보에 의해 1xEV-DO 또는 WLAN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면, 단말의 자신의 선호도 모드에 따라 네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단말은 330 단계 및 360 단계
를 거쳐 1xEV-DO로 네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액세스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해 1xEV-DO 또는 WLAN 모드로 전환한 단말은 동기를 맞추
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1xEV-DO또는 WLAN과 단말간의 동기를 맞춘다.

또한, 액세스 네트워크가 시스템 파라미터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의 구성정보를 단말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이는 액
세스 네트워크가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값에 확장 시스템(Extended system)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

예를 들면, 액세스 네트워크는 시스템 파라이터 메시지에 <표 1>과 같이 3비트의 현재 지원 네트워크
(Current_Network_Supported)를 신규로 필드에 추가하여 네트워크가 중첩된 경우를 단말에게 알려 준다.

표 1.
 Field  Length (bits)

 Current_Network_Supported  3

상기 현재 지원 네트워크(Current_Network_Supported)의 값이 000 또는 100~111이면 예비 상태(Reserved)를
나타내고, 001이면 CDMA 1X에만 접속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고, 010이면 CDMA 1X 및 1xEV-DO이 모두 접속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고, 011이면 CDMA 1X 및 WLAN이 모두 접속 가능한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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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은 상기 현재 지원 네트워크 값에 의해 선호도 모드에 따라 모드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모드변경을 수행한다.
상기와 같이 액세스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해 1xEV-DO 또는 WLAN 모드로 전환한 단말은 동기를 맞추
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1xEV-DO또는 WLAN과 단말간의 동기를 맞춘다.

다음으로 코어 네트워크에서 셀정보를 단말로 전달하는 다른 실시 예를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단말이 초기에 단말의 선호도에 의해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난 뒤, 특정한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PSMG가 HAT 단말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시스템과 연동하여 HAT의 위치를 알고 이때 네트워크의 구성정보
를 통해 가장 최적의 망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HAT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단말은 선호도에 의해 410 단계에서 CDMA1 X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그러면, 1x 네트워크는 420 단계에서 PSMG
로 레지스트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때 PSMG는 430 단계에서 LBS 시스템을 통해 HAT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파
악된 HAT의 위치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의 중첩 정보에 대한 정보가 획득된다. PSMG는 440 단계에서 해당 단말로
네트워크 중첩 정보를 전송한다. 해당 액세스 네트워크는 450 단계에서 단말에게 서비스 리다이랙션 메시지를 통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단말은 자신의 선호도 모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네트워크 발견 및 선택방법을 사용하면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과 무선 LAN/MAN과 같은 이기종간의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선호도에 의해 최적의 네트워
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입자가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 최적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고속 데이터 서비스나 대역폭이 크게 요구되는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cdma2000 1X보다
는 1xEV-DO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1xEV-DO보다는 무선 LAN/MAN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것
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통해 해당하는 네트워크로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회선망과 패킷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위한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를 구비하고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이 중첩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에 의한 최적의 억세스 망 선택 방법에 있어서,

단말은 미리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 중 하나의 억세스 망의 접속을 시도하고, 상기
억세스 망으로의 접속이 성공하면 상기 억세스 망을 통해 통신 서비스 받는 제 1 단계와,

단말이 상기 억세스 망의 접속에 실패하면, 상기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접속을 시도하는 제 2 단계로 구성됨
을 특징으로 하는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 억세스 망 선택 방법.

청구항 2.

회선망과 패킷망간의 연동 서비스를 위한 패킷 서비스 이동 교환기를 구비하고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이 중첩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에 의한 최적의 억세스 망 선택 방법에 있어서,

단말이 상기 하나 이상의 억세스 망들 중 하나에 접속하여 서비스 받는 제 1 단계와,

상기 단말은 상기 접속한 억세스 망으로부터 상기 중첩된 지역의 억세스 망들의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제 2 단계와,

단말이 상기 억세스 망들의 구성 정보를 수신하여 현재 접속되어 있는 억세스 망에서 미리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억세스 망을 변경하는 제 3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 억세스 망 선택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은

억세스 망을 변경할 경우, 상기 변경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단말간의 동기를 맞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테로지니
어스 시스템에서 억세스 망 선택 방법.

청구항 4.

공개특허 10-2005-0030509

- 5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억세스 망이 더미 파일럿을 통해 현재 네트워크의 구성정보를 단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테로지니어
스 시스템에서 억세스 망 선택 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억세스 망이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값을 통해 현재 네트워크의 구성 정보를 단말에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 억세스 망 선택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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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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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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