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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접속점명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 제어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WCDMA 망에서 접속점명(APN)을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어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GGSN); 및 접속점명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서

비스 품질을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을 구비하고, 무선망과 무선 자원의 상태에 따라 상기 서비스 품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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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테이블에서 상기 접속점명에 대응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추출하여, 상기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

하는 서빙 GPRS 지원 노드(SGSN)를 포함하는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무선 통신망에서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을 할당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선망을 관리하고, 과금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을 수신하여 전송하는 기지국;

각각의 포트에 패킷 망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버로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GGSN); 및

접속점명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을 구비하고, 무선망과 무선 자원

의 상태에 따라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접속점명에 대응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추출하여, 상기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서빙 GPRS 지원 노드(SGSN)를 포함하는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GPRS 지원 노드는 상기 무선망의 트랙픽이 혼잡하거나 무선 자원이 부족하면,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

서 상기 접속점명에 대응되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추출하여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품질은 트래픽 클래스(Traffic class), 전달 순서(Delivery order), 에러 SDU 전달(Delivery of erroneous

Service Data Unit), 최대 SDU 크기(Maximum SDU size), 업링크/다운링크 최대 비트율(Uplink/Downlink Maximum

bit rate), 전송 지연(Transfer delay), 트래픽 처리 우선순위(Traffic Handling priority) 파라미터 값 중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조합인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접속점명은 상기 데이터 서비스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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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서빙 GRPS 지원 노드,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상기 서빙 GPRS 지원 노드에

서 수행되는 서비스 품질 제어 방법에 있어서-여기서, 상기 서빙 GPRS 지원 노드는 접속점명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서

비스 품질을 매핑하여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을 포함함-,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 메시지는 이

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됨-;

상기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 메시지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의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속점명

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접속점명에 상응하는 무선망의 트래픽과 무선 자원의 상태에 따라 상기 접속점명에 대응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서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점명에 상응하는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로 PDP 컨텍스트 생성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비스 품질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망의 트랙픽이 혼잡하거나 상기 무선 자원이 부족하다면,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서 상기 접속점명에 대

응되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추출하여 상기 추출된 낮은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품질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과 접속점명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을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품질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점명은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패킷망과 연결된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의 포트까지의 라우팅

정보인 서비스 품질 제어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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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특히 WCDMA 망에서 접속점명(APN : Access Point Name)을 이용한 서비스 품

질(QoS : Quality of Service) 제어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패킷호를 시도하면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망을 통해 외

부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라우팅된다. 이때,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WCDMA 망으로 접속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는 접속점명(APN),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QoS) 정보가

전송된다. 이와 같은 접속점명(APN)과 서비스 품질(QoS) 정보를 수신한 WCDMA 망에서는 접속점명(APN)을 해석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패킷망의 서버로 패킷호를 라우팅한다. 또한, WCDMA 망은 이동통신 단말기가 요구한 서

비스 품질(QoS)에 상응하여 업링크/다운링크 최대 비트율(Uplink/Downlink Maximum bit rate), 전송 지연(Transfer

delay), 트래픽 처리 우선순위(Traffic Handling priority) 등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QoS)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는 과금을 비롯한 통계 데이터를 일원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사용자들의 통화패턴과 같은 정보를 파

악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여 접속점명(APN)을 나누고 접속점명

(APN)에 대응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QoS)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 통신망에서 서비스에 대응되는 서비스 품질을 할당함으로써 무선망 또는 무선 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 또는/및 사용할 수 있고, 과금을 비롯한 통계 데이터를 일원화할 수 있는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외의 본 발명의 목적들은 하기의 실시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서비스별 접속점명(APN)에 대응하여 최적의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을

수신하여 전송하는 기지국; 각각의 포트에 패킷 망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버로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GGSN); 및 접속점명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을

구비하고, 무선망과 무선 자원의 상태에 따라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서 상기 접속점명에 대응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추출하여, 상기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서빙 GPRS 지원 노드(SGSN)를 포함하는 서비스별

통화품질을 제어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서빙 GPRS 지원 노드는 상기 무선망의 트랙픽이 혼잡하거나 무선 자원이 부족하면,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

서 상기 접속점명에 대응되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추출하여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상기 서비스 품질은 트래픽 클래스(Traffic class), 전달 순서(Delivery order), 에러 SDU 전달(Delivery of erroneous

Service Data Unit), 최대 SDU 크기(Maximum SDU size), 업링크/다운링크 최대 비트율(Uplink/Downlink Maximum

bit rate), 전송 지연(Transfer delay), 트래픽 처리 우선순위(Traffic Handling priority) 파라미터 값 중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조합일 수 있다.

접속점명은 상기 데이터 서비스에 일대일로 대응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기지국, 서빙 GPRS 지원 노드,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의 상기 서빙 GPRS 지원 노드에서 서비스 품질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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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 서빙 GRPS 지원 노드,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를 포함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의 상기 서빙 GPRS 지원 노드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품질 제어 방법에 있어서-여기서, 상기 서빙 GPRS 지원 노

드는 접속점명에 하나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매핑하여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을 포함함-, 상기 이동국으

로부터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 메시지는 이동통신 단말기

로부터 수신됨-; 상기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 메시지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의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 접속점명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접속점명에 상응하는 무선망의 트래픽과 무선 자원의 상태에 따라 상기 접속점명

에 대응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서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

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점명에 상응하는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로 PDP 컨텍스트 생성 요청 메

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비스 품질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무선망의 트랙픽이 혼잡하거나 상기 무선 자원이 부족하다면,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서 상기 접속점명에 대

응되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추출하여 상기 추출된 낮은 서비스 품질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과 접속점명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을 상기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접속점명은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패킷망과 연결된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의 포트까지의 라우팅

정보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접속점명(APN)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QoS) 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이

다.

도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접속점명(APN)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QoS) 제어를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

은 이동통신 단말기(110), 무선 접속망(UTRAN: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서빙 GPRS 지원 노드

(120),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130)로 구성된다.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통신망을 통해 무선 인터넷(예를 들어, 동영상, 인터넷 TV, 이메일 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통상적인 이동 전화기, PDA, 스마트 폰, MBS(Mobile Broadcast System) 폰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패킷호를 시도하면 기지국(BTS : Base Tranceiver System)

을 통해 서빙 GPRS 지원 노드,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를 포함하는 WCDMA 망을 거쳐 외부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server)에 라우팅(Routing)된다.

즉,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외부 패킷망의 서버에 접속을 요구하는 PDP 컨텍스트 활

성화 요청 메시지를 기지국(BTS)으로 전송한다. 기지국(BTS)은 기지국 제어기(BSC : Base Station Controller)를 통해

무선 접속망(UTRAN)을 거쳐 서빙 GPRS 지원 노드(120),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130)를 통해 외부 패킷망의 데이

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접속할 수 있다. 여기서, 기지국(BTS)은 이동통신 단말기와의 무선접속 및 이동통신 단말기

와 기지국 제어장치간의 유무선 접속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지국 제어기(BSC)는 기지국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무선 접속망(UTRAN)은 무선망 제어기(RNC)와 무선 트랜시버 서브시스템(RTS)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무선

망 제어기(RNC : Radio Network Controller)는 WCDMA 시스템의 무선 자원 관리를 위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무선 가입

자망에서의 기지국에 대한 관리 및 무선 제어기(RNC)와 다른 망 요소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무

선망 제어기(RNC)는 무선망 제어기(RNC)간의 직접 링크가 무선 가입자망의 기지국과 RNC 인터페이스와 RNC간 인터페

이스는 AAL2 ATM링크로 구성되고 RNC와 핵심망(CN : Core Network) 인터페이스는 AAL2 / 5 ATM링크로 구성될 수

있다. 무선 트랜시버 서브시스템(RTS)은 순방향 링크를 통하여 중간 주파수 신호를 RF 신호로 변환하고, 역방향 링크를

통해 RF 신호를 중간주파수 신호로 변환하여 무선 통신 신호에 대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서빙 GPRS 지원 노드(120, SGSN : Serving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 이하에서는 "SGSN"이라 칭

함)는 이동통신 단말기(110)의 위치를 추적하며 보안 기능 및 액세스 제어, GPRS에 상응하는 세션 관리기능, 인증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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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SGSN

(120)은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접속점명(APN)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매핑하여 저장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패킷호 설정을 위한 메시지(예를 들어,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 메시지)가 전달되면, 메시지에서 접속점명(APN)을 추출하여 접속점명(APN)에 대응되는 서비스 품

질(QoS)을 서비스 품질 매핑 테이블에서 추출하여, 무선망(RN: Radio Network)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130, GGSN : Gateway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 이하에서는

"GGSN"이라 칭함)는 GPRS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고속의 패킷 데이터를 처리를 위한 IP 기반 노드이다. GGSN

(130)은 GPRS의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기반 패킷망의 서빙 노드로서 패킷 데

이터 서비스의 이동성 제공 및 각종 데이터 관련 프로토콜 처리기능을 수행한다. GGSN(130)은 일반적으로 주소할당, 도

메인 주소 변역 및 유지보수 기능 등을 주로 제공한다. 또한, GGSN(130)의 각각의 포트에는 이동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TF 망에 접속할 수 있는 GGSN(130)의 제1 포트에는 매직앤 서비스(magicn.ktf.com), GGSN(130)의 제2

포트에는 MMS 서비스(mms.ktf.com), GGSN(130)의 제3 포트에는 핌 서비스(fimm.ktf.com), GGSN(130)의 제4 포트에

는 ISP 서비스(isp.ktf.com)를 제공하는 서버가 연결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KTF 망에서 제공하는 5개의 서비스별

서버가 각각의 GGSN(130)의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패킷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서버를 나누

고, 서비스별로 접속점명(APN)을 나누어 GGSN(130)의 각각의 포트에 서비스별 접속점명(APN)이 대응되는 경우에는 동

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WCDMA 패킷 망에서 세션 설정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일반적인

활성화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 컨텐츠(content)를 예시한 예시도이며, 도 4는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접속점명(APN)에 따른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블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SGSN에서의 서비스 품질(QoS) 제어를 위한 서비스 품질(QoS) 할당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하에

서 설명되는 WCDMA 망의 세션 설정 과정은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패킷호 설정을 요구하는 PDP 컨텍스트 활성화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가 기지국(BTS)을 통해 WCDMA망의 SGSN(120)으로 전송되어, SGSN

(120)에서 GGSN(130)에 PDP 컨텍스트(PDP Context)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동통신 단말기(110), SGSN(120), GGSN(130) 간의 데이터 송수신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를 참조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패킷호를 시도하여 세션을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단계 210에서 이동통

신 단말기(110)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즉,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는 패킷호 설정을 요구하기 위해) 활성

화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SGSN(120)로 전송한다.

여기서,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도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활성화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에 정적 주소를 사용할 것인지, 동적 주소를 사용할 것인지를 택일한다. 만일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정

적 주소를 사용할 것으로 선택하면, 정적 주소를 포함하여 SGSN(120)으로 전송한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외부

의 패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속점명(APN)을 SGSN

(120)으로 전송한다.

단계 215에서 SGSN(120)은 활성화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고, 생성 PDP

컨텍스트 요청(Cre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GGSN(130)으로 전송한다.

이하에서 도 5를 참조하여 SGSN(120)에서 접속점명(APN)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QoS)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단계 510에서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받은 활성화 PDP 컨텍스트 요

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버로의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속점명(APN)을 추출한다.

단계 520에서 SGSN(120)은 접속점명(APN)에 상응하는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의 상태를 분석한다. 즉,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무선망(RN)의 트랙픽 혼잡 여부, 무선 자원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한

다.

만일 무선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단계 530에서 SGSN(120)은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블에서 접속점명(APN)에 대

응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QoS)을 추출하여,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여기서,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

블은 하나의 접속점명(APN)에 대응되는 복수개의 서비스 품질(QoS)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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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접속점명(APN)에 대응되는 서비스 품질(QoS)은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주 서비스 품질 칼럼에는 최적의 서

비스 품질(QoS) 정보를, 보조 서비스 품질 칼럼에는 접속점명(APN)에 상응하는 무선망의 트래픽이 혼잡 상태이거나 무선

자원이 부족할 때의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QoS) 정보를 매핑하여 저장할 수 있다.

도 3에는 하나의 접속점명(APN)에 대응하여 두개의 서비스 품질(QoS)이 매핑되어 있으나, 하나의 접속점명(APN)에 상

응하여 3개 이상의 서비스 품질(QoS)이 매핑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단계 540에서 SGSN(120)은 접속점명(APN)에 상응하여 추출한 서비스 품질(QoS)에 상응하도록 생성 PDP 컨텍스트 요

청(Cre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러나, 만일 무선망의 트래픽(traffic)이 혼잡하거나 무선 자원이 부족하면, 단계 550에서 SGSN(120)은 서비스 품질

(QoS) 매핑 테이블에서 접속점명(APN)에 대응하여 낮은 서비스 품질(QoS)을 추출하여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

한다.

즉, SGSN(120)은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APN)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품질(QoS)을 규정한 서비스 품질

(QoS) 매핑 테이블을 별도로 두어, 이동통신 단말기(110)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응되는 서비스 품질(QoS)로 무

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F 망에서 KTF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상응하여 서비스 별로 접속점명(KPN)이 설정되어 있고, 서

비스 별로 접속할 수 있도록 GGSN의 각각의 포트마다 KTF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

정하자.

즉, KTF 망에 접속할 수 있는 GGSN의 1번 포트에는 매직앤 서비스(magicn.ktf.com), GGSN의 2번 포트에는 MMS 서비

스(mms.ktf.com), GGSN의 3번 포트에는 핌(Fimm) 서비스(fimm.ktf.com), GGSN의 4번 포트에는 ISP 서비스

(isp.ktf.com)가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KTF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접속점명(APN)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핌

(fim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패킷호 설정을 요구하면, SGSN(120)에서 핌(fimm)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APN)

을 활성화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에서 추출한다. 그리고, SGSN(120)은 접속점명

(APN)에 상응하는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의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점명(APN)에 대응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QoS)을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블에서 추출하여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즉, 도 3에 예시되어 있는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블에서 'QoS 4'를 추출하여 'QoS 4'에 상응하도록 무선망(RN: Radio Network)과 무선자원을 설정하

고 생성 PDP 컨텍스트 요청(Cre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생성하여 GGSN(130)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무선망(RN)과 무선자원이 부족하다면 SGSN(120)은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블에서 추출한 'QoS 4' 대

신 낮은 'QoS 5'를 추출하여, 'QoS 5'에 상응하도록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SGSN(120)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상응하여 적절하게 정의된 서비스 품질

(QoS)에 상응하도록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서비스 품질(QoS)에 상응하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정의된 파라미터는 트래픽 클래스(Traffic class), 전달

순서(Delivery order), 에러 SDU 전달(Delivery of erroneous Service Data Unit), 최대 SDU 크기(Maximum SDU

size), 업링크/다운링크 최대 비트율(Uplink/Downlink Maximum bit rate), 전송 지연(Transfer delay), 트래픽 처리 우

선순위(Traffic Handling priority)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전송한 활성화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점명(APN)을 이용하여

GGSN(130)을 선택한다. 또한,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요구한 서비스 품질(QoS)로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그리고, SGSN(120)은 생성 PDP 컨텍스트 요청(Cre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생성하여 해

당 GGSN(130)으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QoS)이 적절하지 못하더라도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QoS)에 상응하여 패킷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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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이메일(E-mail) 서비스라고 가정을 하자. 이동통신 단말

기(110)에서 활성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SGSN(120)으로 전송하면서, 활성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가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

질(QoS)을 요청하더라도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요청한 서비스 품질(QoS)을 설정하여 패킷호를 시도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무선 자원이 낭비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SGSN(120)은 서비스에 상응하는 접속점명(APN)과 접속점명(APN)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

(QoS)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QoS)

로 무선망(RN)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단계 215에서 SGSN(120)은 이동통신 단말기(110)로부터 전송받은 활성화 PDP 컨텍트스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에 상응하여 생성 PDP 컨텍스트 요청(Cre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GGSN(130)으로 전송한

다.

단계 220에서 GGSN(130)은 PDP 컨텍스트(PDP context)를 생성하고, SGSN(120)으로 생성 PDP 컨텍스트 응답

(Create PDP Context Response) 메시지를 SGSN(120)으로 전송한다.

단계 225에서 SGSN(120)은 생성 PDP 컨텍스트 응답(Create PDP Context Response) 메시지를 GGSN(130)으로부터

전송받아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활성화 PDP 컨텍스트 승인(Activate PDP Context Accept)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230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10)는 라우터 탐색(Router Solicitation) 메시지를 GGSN(130)으로 전송한다.

단계 235에서 GGSN(130)은 RA(Router Advertisement) 메시지를 이동통신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단말기(110)와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서버와의 패킷 채널이 설정이 된

다.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10)와 서비스 서버간에 패킷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SGSN(120)에서 이동통신 단말기(110)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QoS)을 할당함

으로써, 무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접속점명(APN)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QoS)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서비스에 상응하여 접속점명(APN)을 나누고 접속점명(APN)에 대응되는 최적의 서비스 품질(QoS)

로 무선망과 무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망에서 서비스에 대응되는 서비스 품질을 할당함으로써 무선망 또는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

리 또는/및 사용할 수 있고, 과금을 비롯한 통계 데이터를 일원화할 수 있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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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접속점명(APN)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QoS) 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WCDMA 패킷 망에서 세션 설정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일반적인 활성화 PDP 컨텍스트 요청(Activate PDP Context Request) 메시지 컨텐츠를 예시한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접속점명(APN)에 따른 서비스 품질(QoS) 매핑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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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SGSN에서의 서비스 품질(QoS) 제어를 위한 서비스 품질(QoS) 할당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이동통신 단말기

120 :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

130 :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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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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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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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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