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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PCS/셀룰러/IMT-2000 네트웍 환경하에서 이동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국과 망연동장치를 
연결하는 링크의 연결을 이동국이 초기 패킷 서비스 세션(session)을 개설하면 세션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초 
접속한 망연동장치와 가능한 유지되도록 링크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벌명은 다수의 단말기와, 상기 단말기들에 대한 발신 또는 착신 트래
픽 경로를 제공하며 상기 단말기에 소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마다 상기 이벤트의 내역을 관리하는 패킷 라우터와, 망
연동장치로 구성되어, 상기 단말기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미리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서도 동일한 착신측
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벤트 관리 내역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와 상
기 망연동장치간 초기에 설정된 PPP 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따라서, 이동국의 IP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패킷 존을 변경할 때마다 실행하는 이동 IP 등록용 접속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동성 지원이 안 되는 단말기가 패킷 
존을 변경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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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색인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이용되는 프로토콜 스택을 보인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프로토콜 스택의 동작을 보인 흐름도.

도 3a 내지 3c는 일반적인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보인 도면.

도 4는 이동 교환국과 망연동장치가 서로 연결되나, 다수의 망연동장치가 이용되는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
를 보인 도면.

도 5는 이동 교환국과 망연동장치가 서로 연결되나, 하나의 망연동장치가 이용되는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
를 보인 도면.

도 6은 기지국 제어기와 망연동장치가 서로 연결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보인 도면.

도 7은 이동 교환국과 망연동장치가 연결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패킷 영역 식별자의 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기지국 제어기와 망연동장치가 연결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패킷 영역 식별자의 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a 내지 9c는 현재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AIWF)와 최초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SIWF)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

도 10은 기지 제어국 또는 이동 교환국이 관리하는 정보 테이블(PMBT)의 갱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태 다이어그
램.

도 11 내지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발생되는 여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16 내지 도 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발생되는 여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MSC : 이동 교환국 BSC : 기지국 제어기

SR : 서빙 라우터 HA : 홈 에이젼트

FA : 외부 에이젼트

BS/MSC : 기지 제어국/이동 교환국

IWF : 망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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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RNC : 기지국 제어국/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PZID : 패킷 영역 식별자

nAIWF : 갱신된 새로운 AIWF

oSIWF : 이전에 서비스했던 SIWF

RS : AIWF와 SIWF와의 상관관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운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셀
룰라/피시에스/IMT-2000(Cellular/PCS/IMT-2000)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중에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이동성에 등록이 지원되지 않는 단말기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IS-95A 및 IS-95B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최단 접속시간을 제공하며, 단말기와 기지 제어국 또는 이동 교환국간 최초 형성된 
링크 경로를 유지하기에 적당하도록 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운용 방
법에 관한 것이다.
    

    
IS-95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Element)의 프로토콜 기능이 제공되어야한다. 즉, 이동국(Mobile Station, 이하 M
S라고 약칭함)과 망연동장치(Interworking function, 이하 IWF라고 약칭함) 사이의 PPP 링크 데이터((Point to P
oint Protocol Link Data)의 전달을 위한 하위 계층 릴레이로서 무선 구간의 RLP(Radio Link Protocol)기능, 인프라
(Infra) 구간의 패킷 전달 링크 및 IWF와 기지 제어국/이동 교환국 구간의 프레임 릴레이 링크(Frame relay link)가 
제공되며, PPP 링크 상위 계층으로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고 약칭함) 네트워크 계층이 제
공된다.
    

이와 같은 프로토콜 스택을 이용하여 임의의 이동국이 인터넷 패킷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a1단계에서는 RAN에 의한 이동국(MS)을 인증 및 접속한다. 즉, MS와 RAN간, RAN과 IWF 
사이의 전용 자원이 조정된다.

b1 단계에서는 PPP LCP를 통해 MS와 IWF간의 PPP 링크를 설정한다.

c1 단계에서는 MS에서 IWF에 영구 홈 어드레스 지시하는 PPP IPCP를 사용한다.

d1 단계에서는 IWF/FA에서 MS로 에이젼트 광고 메시지(Agent Advertisement)와 외부 에이젼트의 COA(care of 
address)를 송신한다. 이때, MS에서 FA로 에이젼트 권유 메시지(Agent Solicitation)를 송신하거나, MS로 에이젼트 
광고(Agent Advertisement)로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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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단계에서는 MS가 외부 에이젼트의 COA가 새로운 것이던지 새로운 것이 아니던지 간에 결정한다. 만약 새로운 것
이 결정되면, MS는 FA에 등록 요구 메시지를 송신하여 이동 IP 등록을 초기화시킨다. 이때, 이와 같은 등록 요구 메시
지에는 MS의 홈 어드레스와, HA 어드레스, 외부 에이젼트의 어드레스 및 MS와 HA간 인증 연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f1 단계에서는 FA의 인증 요청 메시지를 HA로 송신한다.

g1 단계에서는 등록 요구 메시지를 수신할 때, HA는 MS와 HA간 인증 연장을 확인한다. 이때, MS의 인증이 완료되면, 
HA는 MS의 홈 어드레스를 FA의 COA에 포함시켜 인증 응답을 FA에 보낸다. 이 때 인증 응답에는 등록 라이프 타임
(Lifetime)이 포함된다. 만일, MS의 인증이 실패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HA가 등록 요구를 거절한다면, HA는 
등록 응답 메시지를 FA에 보내고, 이 때 인증 응답 메시지에는 거절 이유를 나타낸다.

h1 단계에서 만약 등록 응답에 HA가 등록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나타내면, FA는 MS의 홈 어드레스와 등록 라이프 타
임을 FA 방문자 리스트에 추가한 후 FA는 등록 응답을 MS에게 보낸다.

i1 단계에서 이동 IP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MS는 패킷들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다. 발신측 MS의 패킷은 
PPP 링크를 통해 IWF에 보내진다.

j1 단계에서 FA는 발신측 MS의 패킷을 인터넷으로 라우팅하거나, FA는 이 패킷을 HA로 바로 보낼 수도 있다.

k1 단계에서 착신측 MS의 패킷은 HA로 라우팅 된다.

l1 단계에서 HA는 착신측 MS 패킷을 FA로 바로 보낸다.

m1 단계에서 FA는 터널 오버헤드를 제거하고, 착신측 MS의 패킷을 PPP 링크를 통해 MS로 향하도록 한다.

즉, 도 2에서는 임의의 이동국이 인터넷 패킷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IP 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해야 하며, IP 
주소는 MS가 기존 유선 망과 접속하도록 통신 프로토콜의 정합을 수행하는 IWF에서 PPP 링크 셋업(set-up) 시에 임
시 주소로서 할당받거나 또는 COA(care-of-address)로서 할당받는다.

즉, MS가 사용하는 IP 주소는 항상 IWF와 관련되어 사용되며, PPP 링크가 접속된 IWF와의 연결이 단절되면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계층 소프트웨어는 재 구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MS가 끊김 없는 인터넷 패킷 데이터(internet packet data) 통신을 수행하려면, IWF의 서비스 영역을 벗어
나더라도, IP 주소를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이동 IP의 기능이 도입되었고, 이를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부 기능으로서, 무선 기지국 영역을 패킷 존(Packet zone)으로 구분하여 특정 패킷 존을 특
정한 IWF가 서비스하도록 하고, 기지국에서는 시스템 메시지로서 패킷 존 식별자(Packet Zone Identifier)를 방송하
여 MS가 패킷 존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Mobile Client S/W)를 가지고 이동 IP 서비스를 받는 MS은 시스템에서 방송하는 패킷 
존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된 패킷 존 식별자와 서로 비교한다.

이때, 비교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 MS는 접속하고 있던 IWF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IWF와 접속하기 위해 패킷 접속
을 통하여 새로운 IWF와 접속하고 FA(Foreign Agent) solicitation 메시지를 송신하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IWF가 
제공하는 FA advertisement 정보를 수신하여 새로운 FA이면 이동 IP 등록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동 IP 단말기는 자신의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지속 적인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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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S가 이동 IP 등록을 위하여 패킷 존을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PPP 링크 셋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또한, FA solicitation 과정, FA advertisement 과정 및 이동 IP 등록 과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seaml
ess 핸드 오프(Hand-Off)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패킷 존을 이동해 간 시점부터 이동 IP 등록이 될 때까지 많은 패킷
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한, 이동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가지지 않은 Simple IP 단말기들은 패킷 존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I
P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상위 응용 서비스 계층까지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도 3a 내지 3c는 일반적인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보인 도면이다.

도 3a 내지 3c를 참조하면, 네트웍을 기본으로 하는 이동통신 망에서 MS,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이하 BSC로 약칭함),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이하 MSC로 약칭함), IWF를 연결하는 링크 또는 MS, 
BSC/RNC, IWF를 연결하는 IWF 접속 링크를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유지토록 함으로서 이동 클라이언트 스프트웨어를 
가지지 않는 SIP(Simple IP)단말기가 패킷 존의 영역에 관계없이 링크를 유지하도록 한다.

MIP(Mobile IP) 단말기는 PPP 링크 재설정에 의한 시간 낭비와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MSC/VLR 내에 
패킷 서비스를 요구한 MS의 Packet Mobility Binding Table(PMBT)을 설정관리 하고, IWF내에 MS의 Mobile St
ation Mobility Binding Table (MBT)를 설정 관리하여 PMBT와 MBT의 정보에 따라, BSC와 IWF의 링크 연결을 
제어한다.

도 3a는 BS/MSC 와 IWF가 L 인터페이스로 접속하고, IWF가 기지국 및 기지국 제어기로 이루어진 BS(Base statio
n subsystem)와 교환기 MSC(Mobile Switching Center)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 3b는 단말기가 접속하는 serving BS/MSC가 있고 IWF를 고정 접속하여 단말기가 서빙 BS/MSC를 이동해 가도 M
S과 IWF의 링크를 유지하도록 하는 anchoring MSC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때, Serving BS/MSC와 Anchor MSC사이의 데이터 전송 링크 프로토콜은 ISLP(Inter System Link Protocol)이
다.

도 3c는 BS/MSC를 분리하여 BSC와 MSC로 구분하고, BSC와 MSC간의 신호링크를 A1 인터페이스로 접속하며, BSC 
또는 RNC(Radio Network Controller) 와 IWF 사이의의 데이터 링크를 A5 인터페이스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도 3a 내지 도 3c는 현재 표준에서 참조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망 구성 도이므로, 실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웍의 구성은 IWF의 용량이나 MS 사용자의 수 및 데이터 량 등을 고려하여 도 4, 도 5 및 도 6와 
같은 망으로 구성한다.

도 4는 이동 교환국과 망연동장치가 서로 연결되나, 다수의 망연동장치가 이용되는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
를 보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IWF 가 MSC에 연결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MSC는 하나의 IWF로 모든 패킷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 사용자가 증가하면 IWF도 많이 필요하다.

이때, 패킷 존에 의한 이동 IP 지원을 위해서, IWF는 패킷 존 또는 PRA( Packet Registration Area)와 대응되고, 각
각의 PRA는 유일한 serving IWF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IWF는 다수의 패킷 존에 대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MSC간 HHO의 경우에는 MSC사이에 ISLP 프로토콜로서 
최초의 Serving IWF에 연결된 MS와 IWF간 데이터 링크를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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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이동 교환국과 망연동장치가 서로 연결되나, 하나의 망연동장치가 이용되는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
를 보인 도면이다.

도 5을 참조하면, 하나의 IWF가 복수의 MSC를 serving하는 구성으로서, 패킷 트래픽(Packet Traffic)이 적거나 또
는 IWF의 용량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구조이다.

이는 MSC 단위로 패킷 존이 될 수 있고 또한, BSC단위로 패킷 존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IWF가 serving 하는 
구조가 된다.

도 6는 기지국 제어기와 망연동장치가 서로 연결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보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BSC에 IWF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BSC에 단독의 서빙 IWF를 연결하는 구성(BSC1-IWF1, BSC2-IWF2)과 다수의 BSC가 하나의 IWF에 연결하는 형
태(BSC4,BSC5,BSC6 - IWF3), 그리고 하나의 BSC에 다수의 IWF를 연결하는 형태의 구성이(BSC7-IWF4,IWF5) 
있다.

이와 같은 도 4, 도 5 및 도 6과 같은 BS/MSC- IWF연결에 의한 패킷 망 구성을 기반하여 패킷 존 방식을 이용하는 
인터넷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현재 권고된 표준안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패킷 존의 설정 기준 정확히 제안되지 않았으므로 이의 방법을 도출 하여야 하며 또한 패킷과 서빙 IWF와의 관
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Simple IP Mobile Station이 도 4와 같이 Multiple IWF operation on MSC/BSC의 운영환경에서, 패킷 존
에 따른 서빙 IWF만을 접속하도록 제한했을 경우에, PPP link re-establishment is not required if MSC controls 
the FR-SVC link is maintained 임에도 불구하고 PZID(Packet Zone ID)를 변경했을 때, 기존 서빙 IWF와의 PPP 
link connection을 해제하고 new PZID의 서빙 IWF와 PPP 링크를 연결 하므로서 IP 주소를 새로이 갱신하고 응용계
층까지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Mobile IP Mobile Station 도 PZID가 변경될 때마다 서빙 IWF가 바뀜으로 하여 복잡한 Mobile IP registrat
ion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

    
또한, Simple IP Mobile Station이 도 5와 같이 하나의 IWF가 다수의 MSC에 접속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패킷 존을 
서비스 하거나 도 4의 IWF3과 같이 하나의 IWF가 다수의 BSC 지역의 패킷 존을 서비스하는 Global IWF 서비스 지
역에 있을 경우 , 비록 다른 PZID지역이더라도, 같은 IWF가 MS을 서비스하는 지역 내에서는 서빙 BSC 또는 서빙 M
SC와 IWF의 FR-VSC 링크만 재설정하고 상위 MS과 IWF의 PPP 링크 스테이트(Link state)를 유지할 수 있는데 P
ZID의 변경에만 의존하여 PPP 링크의 재설정을 해야 하는 낭비요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패킷 서비스의 과금에 관한 것으로, 현재 과금정보의 수집 및 가공을 위한 방안으로서 IWF가 송수신 데이
터 량을 패킷 서비스 세션이 종료된 후(즉, MS의 패킷 서비스 스테이트가 인엑티브로 된 후) BS/MSC로 전달하는 안
이 있는데, 도 6의 BSC1-IWF1, BSC2-IWF2와 같이 독립적으로 패킷 존영역을 나누어 서비스하는 Isolate IWF구성
에서 MS이 BSC1에서 서비스를 받는 중에 BSC2로 이동하면, 과금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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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셀룰라/피시에스/IMT-
2000(Cellular/PCS/IMT-2000)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이동국이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서도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경우 이동국과 망연동장치를 연결하는 릴레이 링크 접속을 새로운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AIWF)와 
이동 전에 PPP 링크를 유지하고 있던 망연동장치(SIWF)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한 이동국과 망연동장치
(SIWF)의 PPP 링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패킷 데이터 서비
스 운용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국이 현재 설정된 영역 내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현재 설정된 영역을 벗어
나면서도 이동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새롭게 PPP 링크를 재 설정하고 PPP 계층의 상위 계층의 프
로토콜을 재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프로토콜 통신 운용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르면,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이 다수의 이동국와, 상기 이동국들에 대한 발신 또는 착신 트래픽 경로를 제공하며, 상기 이동국에 소정 이벤트가 발생
할 경우마다 상기 이벤트의 내역을 관리하는 패킷 라우터와, 상기 패킷 라우터가 다른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경우 이를 
제어하는 망연동장치로 구성되어, 상기 이동국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미리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서도 동
일한 착신측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벤트 관리 내역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과 상기 망연동장치간 초기에 설정된 PPP 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운용 방법이 각 이동국이 요구하는 패
킷 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상기 이동국과 다른 네트워크에 패킷 경로를 연동시키는 망연동장치(IWF)간 PPP 링크를 셋
업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에 소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마다 상기 PPP 링크를 라우팅하는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벤
트의 내역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미리 설정된 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소정 이벤트가 생성되면, 상기 이벤트의 원인에 따라 상기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벤트 관리 내역을 이용하여 
초기에 설정된 상기 PPP 링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상기 이동국과 상기 패킷 라우터간 릴레이 경로를 변경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프로토콜 통신 운용 
방법이 임의의 이동국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과 패킷 라우터간과 상기 패킷 라우터와 망
연동장치간 릴레이 링크를 각각 연결시키는 단계와, 상기 링크 계층을 통하여 상기 이동국과 상기 패킷 라우터간 PPP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상기 망연동장치에 대하여 영구적인 주소(Permanent Home Address)를 나
타내는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프로토콜 통신중에 상기 패
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국이 설정된 단위 영역을 벗어나서도 동일한 착신측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
구하는 경우, 상기 각 이동국과 상기 패킷 라우터간 초기에 설정된 릴레이 링크를 유지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구성 및 작용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이동 교환국과 망연동장치가 연결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패킷 영역 식별자의 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다.

도 7을 참조하면, 패킷 등록 영역(Packet Registration Area, 이하 PRA라고 약칭함)은 패킷 존 식별자와 1:1 대응된
다고 가정하고, PRA는 IWF와 SR(serving Router)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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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ZID는 셀(Cell)영역이 되고, PRA는 IWF/SR영역이 된다.

그러면, PRA는 MS가 서빙 IWF를 변경하는 지역을 표시하므로 PRA와 IWF는 1:1 대응 관계를 갖는다.

인프라 구조(Infra-structure)가 이동 IP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할 때 SIP 단말기도 이동 IP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즉, 이동 I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가진 MIP MS은 PZID를 변경할 경우 MIP RR(registration request)/RA(re
gistration acknowledgement)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TCP/IP 연결이 유지된다,

그러나, SIP MS의 경우 인프라 구조(Infrastructure)가 PZID를 이동할 경우 해당 PZID에 대응하는 서빙 IWF로 연
결시킬 것이므로 TCP/IP의 단절 후 재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대, 이동 I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없는 SIP 단말기의 경우 PZID1에서 PZID2로 이동하거나 할 때 MSC가 기
존의 PZID1 서빙 IWF로 연결이 가능한 경우, MSC가 PZID2에 대응되는 서빙 IWF인 IWF2로 연결시켜 주지 않고 기
존의 IWF1으로 연결한다면, 이동 IP 서비스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MIP 단말기의 경우도 MSC가 기존의 서빙 IWF인 IWF1으로 연결을 설정하면 MIP RR/RA 의 과정 없이 지속적
인 TCP/IP 연결이 유지되므로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

즉, MIP 단말인 경우 PZID변경에 의한 registration reconnection 기능이 인에이블(enable) 되어 있다면, PZID가 
변경됨을 확인 한 후 MS 가 FA solicitation 메시지를 발행하고 FA는 FA advertise-ment를 송신하여 MS는 새로운 
FA인지 판단한다.

판단 결과, 새로운 FA이라면 MIP RR을 하게 된다.

따라서, PZID는 변경되더라도 같은 IWF1으로 연결이 유지되고 있다면, MIP RR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선 구간 
접속에 의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도 8은 기지국 제어기와 망연동장치가 연결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패킷 영역 식별자의 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이다.

도 8을 참조하면, BSC접속형에서, MIP 서비스는 PZID가 시스템 오버 헤드 메시지로 방송되는 상태에서, MS의 PZID
가 변경되는 경우만 패킷 재 연결 요청을 수행하므로 PZID3, PZID4 및 PZID5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MS의 MIP 등
록을 위한 재 연결을 수행하여 IP 네트웍 레이어 연결(network layer connection)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다.

    
SIP 단말기의 경우 BSC 3, BSC4 및 BSC5를 이동하는 경우 동일한 IWF를 접속하고 있어도 HHO 또는 도먼트 재연결
(Dormant reconnection)시 PPP 링크 재 설정에 의해 IP 레이어 이상의 프로토콜이 재설정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M
SC/VLR 에서 BSC3, BSC4 ,BSC5 및 IWF3간의 FR-SVC 링크를 설정할 때 MS의 이동 정보(Mobility Informatio
n)를 전달하게 함으로서, PPP 링크를 재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MS과 IWF3의 PPP 링크 스테이트(link state)를 유지
할 수 있으므로 SIP 단말의 PPP 링크 재설정 오버헤드와 IP 레이어 재설정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MSC 연결형 IWF 운용 시, 95A시스템에서도 가상의 PZID를 정의하여 시스템 오버헤드 메시지(system o
verhead message)로 PZID정보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SIP 단말에 대해서 MS-BSC-MSC-IWF를 연결하는 완벽한 
링크 이동성(Link mobility)을 제공한다.

또한, MS가 최초로 접속한 IWF와 PPP 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패킷 세션(packet session)이 종료 할 때까지 
seamless connection 서비스를 받으며 MSC간 anchor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 전체 네트웍을 이동하면서도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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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B 시스템에서 PZID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SIP 단말은 시스템 오버헤드 메시지(system overhead message)와 상
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동 I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갖는 MS는 시스템에서 PZID based reconnect
ion이나 HHO reconnection registration을 억제하더라도 SIP 단말기와 똑같은 링크 이동성(Link Mobility) 서비스
를 받게 된다.

시스템이 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프라(infra) 에서 최초의 serving IWF와 지속적으로 연결을 유지하여 MS가 MI
P RR을 시도했을 때 IWF로 broadcast 하는 FA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MIP 등록을 위한 후속과정이 필요 없게 되
어 무선 TCH 을 점유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인프라가 SIP와 MIP 단말을 동시에 서비스하고, MIP 단말
에 대한 재연결의 인에이블(enable) 및 디스에이블( disable)에 관계없이 링크 이동성을 제공한다.

BSC형 IWF 운용시에도 위 MSC형에서와 같이 가능한 한 MS과 IWF사이의 링크 이동성(Link Mobility)을 제공하도
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명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킷 존 식별자와 패킷 등록 영역 정의

패킷 존 식별자(Packet Zone Identifier) IWF와 MS간의 PPP 링크 연결을 유지함에 있어서 최소한 MIP 단말이 PZ
ID 변경을 인식한 후 재등록만 하면, 도먼트 재연결(dormant reconnection) 시 항상 라우팅(Routing)이 가능한 단위
로 정의한다.

따라서, MSC 정합형인 경우는 최대 MSC 단위로 할 수 있고, BSC 결합형인 경우는 최대 BSC 단위로 할 수 있다.

한편, MSC 접속형은 기본 단위를 BSC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나, 빈번한 MIP 단말의 재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
수의 BSC 영역을 하나의 PZID로 할 수도 있다.

BSC 접속형은 기본 단위를 BSC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나, 복수의 IWF를 하나의 BSC에 연결할 경우, 복수의 BTS를 결
합하여 하나의 PZID로 할 수도 있다.

PZID는 셀(Cell)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PRA는 IWF를 중심으로 정의하여 하나의 IWF는 하나의 PRA를 구성한다.

따라서, IWFID는 PRAID라고 할 수 있다.

MSC/VLR 시스템 파라미터와 패킷 이동성 결합 파라미터(system parameters and Packet Mobility Binding Para
meters)

활동 패킷 서비스 스테이트(Packet Service Active state)일 경우, VLR(Visitor Location Register)에 PZID 와 서
빙 IWF, Associated IWF 테이블을 추가하여 SIP/MIP 단말 공히, 핸드오프 및 도먼트 스테이트(Dormant State) 이
동시에 BSC/MSC가 연결시켜 줄 IWF정보를 보존하도록 한다.

그러면, MS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Packet Data Service)를 최초로 연결할 때에는 PZID에 대응되는 IWF로 접속되고 
이후 핸드오프에 의해서 이동할 경우, 도먼트(Dormant)나 또는 활동(Active)의 PZID는 해당 지역에 따라 갱신(Pag
ing Area 및 Registration area와 같이 자동갱신)된다.

서빙 IWF 식별자는 현재 등록된 PZID에 대응하는 Associated IWF는 아니더라도 MSC 또는 BSC에서 링크 연결이 
가능할 경우 VLR이 기존의 서빙 IWF를 변경 갱신하지 않고 유지시킨다.

그러면, MS가 패킷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MSC가 VLR에 등록된 서빙 IWF 식별자로 연결하여 PPP 링크를 지속적으
로 재연결(reconnection)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프라 시스템(infra system)이 관리해야 할 시스템의 테이블과 단말의 패킷 이동성 결합 테이블(Packet 
Mobility Binding Table, PMBT)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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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 존 식별자 (패킷 등록 영역) 테이블 (PZT)

[표 1]
PZID SID/NID BSC IDs BTS IDs(옵션) AIWF ID
PZID# SID/NID# 싱글 또는 멀티 싱글 또는 멀티 유일한 싱글
Nnnn..n2                 
                    
Nnnn..nn                 

PZT는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패킷 존 식별자(Packet Zone ID)에 대하여 해당 PZID에 대응하는 Associated 서빙 IW
F의 식별자를 기술하고 PZID를 서빙하는 BSC 및 BTS정보도 기술한다.

이때, PZT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PZID : 전체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구분되는 식별자(ID)이며, BSC또는 BTS단위로 구분된다.

Associated IWF로서 각 PZID는 하나의 IWF 식별자를 갖는다. PZID내에서 신규로 접속되는 패킷 서비스는 모두 A
ssociated IWF로 연결된다.

SID/NID : 시스템 및 네트웍 ID로서 PZID가 속한 영역의 ID를 의미한다.(옵션 사항)

BSC IDs : 해당 PZID 범위 내에 있는 BSC 식별자들이 된다. 다수가 될 수 도 있고 , 하나가 될 수도 있다. (BSC 형에
서는 하나만 가능)

BTS ID s : PZID 영역을 BTS 범위로 분류할 경우에 사용된다.

AIWF ID : PZID 영역의 단말기가 패킷 서비스를 원할 경우 접속하는 Default 서빙 IWFID가 된다. 다른 PZID 에서 
이미 패킷 서비스를 접속한 상태에서 핸드 오프되어 들어오거나 도먼트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MS의 패킷 이동성 
결합 테이블(Packet Mobility Binding Table)의 정보에 따라 기존의 서빙 IWF로 패킷 데이터가 전달될 수 도 있다.

다음 표 2는 IWFT의 요소를 나타낸다.

MSC 및 IWF Table (IWFT)

[표 2]
IWF ID PZIDs type/BSCID Nlist/ 또는 Global list
Nnnnn1             
Nnnnn2             

IWFT는 MSC단위로 MSC가 관리하는 BS/MSC영역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IWFID의 서빙 PZID, BS/MSC 접속 형태, 
IWF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기술하는 테이블이다. 각 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IWF 식별자 : 전체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구분되는 IWF 식별자이고, MSC가 관리하는 대상이 등록된다. IWF는 하나가 
될 수도 있다.

PZIDs : 해당 IWF가 서빙 하는 PZID 영역으로서 하나일수도 있고 여럿일수 도 있다. 하나도 없는 "0"의 데이터가 있
는 경우 해당 IWF가 다수의 BSC 또는 MSC를 동시에 접속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IW
F 가 관리하는 global PZID 테이블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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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ID = 0 인 경우 후속의 type/BSC 식별자는 IWF가 접속하는 형태를 표기 할 뿐이고 Global PZID 테이블에 실제 
접속하고 있는 BSC와 PZID 또는 MSC와 PZID 관계가 등록된다. 또한 Nlist는 해당 IWF가 접속하고 있는 BSC 또는 
MSC의 리스트를 등록한다.

type/BSCID : 해당 IWF가 BS/MSC 와 물리적으로 접속한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BSC 형과 MSC형이 있다,

BSC형일 때는 BSCID가 들어간다.

Nlist/Global : 해당 IWF 식별자가 서빙하는 PZID에서 서비스를 받는 단말기가 PPP 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접속할 수 있는 해당 MSC 또는 BSC 가 관리하는 neighbor IWF 식별자의 목록이다. 하나도 없을 수 있으며, 다수가 
될 수도 있다.

다른 PZID에서 핸드 오프 되어 들어오거나 도먼트(Dormant) 상태로 들어오는 MS의 패킷 이동성 결합 테이블(Pack
et Mobility Binding Table, PMBT)에 서빙 IWF 식별자가 현재 PZID의 Associate IWF의 Nlist에 등록되어 있으면, 
MSC/VLR은 MS의 PMBT내의 서빙 IWFID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여 PPP 링크 스테이트(link state)가 유지되도록 
한다.

PZID = 0 인 경우는, IWF 리스트가 아니라, BSC 식별자 또는 MSCID 리스트가 되며, 이때는 Global IWF형을 표시
하며, PZID를 이동해 가도 물리적 링크 패스(link path)만 다를 뿐 PPP 링크 스테이트(link state)가 MS과 IWF에서 
관리되므로, 이 경우도 MS의 사용자는 PPP 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접속할 수 있도록 BSC/MSC에서 IWF로 M
S의 PMBT를 제공하여 IWF로부터의 재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SIP 단말기에 필수적)

다음 표 3은 GPT 테이블을 나타내었다.

Global PZID table(GPT)

[표 3]
IWFID IWF당 하나의 GPT가 생성되며 해당 IWF 식별자이다.
BSCID IWF가 BSC 접속형일 때 접속하는 BSC마다 하나씩 들록하고 서브 파일로서 PZID 리

스트를 갖는다.
MSCID IWF가 MSC 접속형일 때 접속하는 MSC마다 하나씩 등록하고 서브 파일로서 PZID 리

스트를 갖는다.

GPT는 IWFT에서 PZID의 내역이 "0"인 경우의 IWFID마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당 IWFID가 서빙하고 있는 BSCI
D 또는 MSCID 와 그 BSC/MSC 가 관할하는 PZID를 기록한다.

단위 시스템에서, Global IWF의 형태는 BSC 접속형 또는 MSC접속형이 혼용되지는 않고 하나의 경우만 있다고 본다.

다음 표 4는 AIT 테이블을 나타내었다.

Anchor IWF table (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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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SC 식별자 IWF IDs
Mmm1     
Mmm2     
mmmm     

AIT는 타 MSC에서 패킷 서비스를 접속한 단말이 패킷 세션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MSC로 하드 핸드 오프(Hard han
d-off)했을 때에도 타 MSC에서 기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빙 IWF로 ISLP에 의해 PPP 링크를 지속시킬 수 있도
록 하는 테이블이 된다.

MSC 식별자 : 현재의 MSC가 다른 MSC와 접속하여 패킷 서비스(도먼트 운용시) 트래픽 데이터를 ISLP 프로토콜로 
연동 시켜 상호 anchoring 서비스가 가능한 MSC의 식별자가 되며, 그에 접속된 IWF의 식별자를 내용으로 갖는다.

IWF IDs : 해당 좌측 MSC 관할하의 패킷 존을 서빙하는 IWF로서, 타 MSC 관할 패킷 존에 있는 단말기와 ISLP로 연
결되어 Anchoring 서비스를 실행 할 수 있는 IWF 식별자이다.

이러한, 테이블은 옵션으로 적용되며, 시스템에서 Anchorin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Anchoring 서비스는 SIP 와 MIP 간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SIP와 MIP의 구분은 최초 패킷 서비스 요구 발신에서는 
단말기와 IWF에서만 인지되며, 하부조직에서는 인지하지 못한다.

다음 표 5는 PMBT 테이블을 나타내었다.

MT 및 Packet Mobility Binding Table (PMBT)

[표 5]
MSID Mobile Terminal 식별자, MIN 또는 IMSI
REG_state 현재 MT의 등록 스테이트 : serving 또는 Anchoring
P_state 현재 MT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스테이트 : Inactive 또는 Active(active 또는 dorm

ant)
PZID 현재 MS가 위치한 영역의 패킷 존 식별자
PRAID 현재 MS가 등록한 패킷 등록 영역 식별자
AIWFID 현재 등록된 PRA 식별자를 serving 해야 하는 Associated IWF 식별자와 SIWF와의 

관계(O,N,A,G,I)
SIWFID 현재 상태에서 MS가 PPP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 IWF의 식별자와 serving type(No

rmal, SHO)
Servstate SIWFID 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여 Account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표시

PMBT는 MT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링크의 이동성관리를 위한 테이블로서 SIP/MIP 단말에 관계없이 
MT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용량(packet data service capability)이 있을 경우에 MT에 적용되는 테이블이 된다.

MSID : MT의 식별자로서 IMS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fier) 또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
mber)가 사용된다.

REG_state : 현재 VLR이 MT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성 관리를 위해서 특정 MT에 대한 테이블을 관리한
다고 할 때, 그 관리의 목적이 지금 VLR관리 영역에서 등록되어 서비스되고 있는가(serving) 아니면 타 MSC/VLR에 
등록 하고 있으며 현재 MSC/VLR이 anchoring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anchoring)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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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단말의 경우 Anchoring feature는 일단 MT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Inactive로 천이 하면 자동 해제되어야만 한다.

P_state : 현재 MT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status가 엑티브(Active)인가 인엑티브(Inactive) 인가를 구분하여 엑티브
인 경우에는 PPP 도먼트 인지 또는 엑티브 인지 추가 구분이 필요하다.

PZID : MT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패킷 존을 말한다.

PRAID : MT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패킷 등록 영역을 말한다

AIWFID : 상기 PRAID의 디폴트 서빙(default serving) IWF 식별자를 말하는데, 패킷 인엑티브(Packet Inactive) 
MT가 패킷 엑티브(Packet Active)로 천이 할 경우에는 항상 AIWF로 접속시킨다. AIWFID는 항상 PZID/PRAID에 
맞추어 변경된다. 관계는 O=own, N=neighbor, A=Anchor, G=Global,I = Isolate 이다.

SIWFID : 현재 상태에서 상기 MS가 PPP 링크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IWF 의 식별자를 말하며, 가능한 한 엑티브(A
ctive) 상태에서는 최초의 AIWFID에 접속한 후 핸드오프 되어도 최초의 AIWFID = SIWFID에서 SIWFID는 그대로 
유지되어 PPP 링크 이동성(link mobility)이 제공된다.

서빙 타입(Serving type)의 정의를 설명하면, 우선 노멀(Normal)은 AIWF와 SIWF의 관계에 의한 정상적인 상태의 
연결상태를 말하고, SHO는 AIWF와 SIWF의 관계에 따른 정상 서빙 형태가 아니고 SHO 상태에서의 연결을 표시한다.

Servstate : SIWF가 서비스를 실행했는 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예 / 아니오 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BSC/MSC가 해
제(release) 할 때 과금 정보를 요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도 9a 내지 9c는 현재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AIWF)와 최초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SIWF)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이다.

도 9a 내지 도 9c를 참조하면, AIWF와 SIWF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AIWF와 SIWF의 관계는 MS가 현재 상태에서 PPP 링크를 접속하고 있는 IWF를 서빙 IWF(SIWF)라고 할 때, MS가 
무선 접속을 하고 있는 PZID의 연관된(Associated) IWF(AIWF)와의 상관 관계를 말한다.

즉, Global, Neighbor, Anchor, Isolate가 있고, AIWF 가 곧 SIWF인 경우의 Own 관계가 있다.

Global의 관계는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제 AIWFID = SIWFID 이지만, BSC 또는 MSC와 연결되는 링크가 다
른 경우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MS가 BSC 또는 MSC의 구간을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IWF이기 때문에 MSC/BSC가 M
S과 IWF의 릴레이 링크 연결(relay link connection)을 유지시켜 준다면 MS와 IWF의 PPP 링크 스테이트가 유지된
다.

Neighbor의 관계는 도 9b의 도시된 바와 같이 IWF1, IWF2, IWF3과 같이 AIWF와 SIWF가 동일한 BSC 또는 MSC
에 연결된 경우를 말한다. 다수의 IWF가 운용되는 경우 개별 IWF마다 PZID가 할당되어 AIWF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때, MS가 특정 PZID의 AIWF로 접속하여 PPP 링크를 유지하다가 인접한 Neighbor 관계의 IWF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BSC 또는 MSC가 동일하기 때문에 BSC/MSC에서 라우팅(routing)만으로 MS의 릴레이 링크(relay link)를 기
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SIWF에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PPP 링크의 재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Anchor의 관계는, 도 9b에 도시된 IWF1과 IWF4의 관계로서, MS와 IWF간의 릴레이 링크(relay link)가 중간단계의 
BSC 또는 MSC를 경유하여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MS가 접속하고 있는 서빙(Serving) BS/MSC에서부터 SIWF가 접속하고 있는 Anchor MSC/BSC 사이의 
릴레이 링크 프로토콜(Relay link protocol)이 필요하고 서빙 BS/MSC와 Anchor MSC/BSC 사이의 시그날링(signa
ling)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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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 관계는 도 9c에 도시된 IWF1 과 IWF2와 같이 MS와 IWF사이의 릴레이 링크(relay link)가 MSC 또는 BSC
의 라우팅(routing)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연결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MS는 IWF1이 서빙하는 PZID영역에서 IWF2가 서빙하는 PZID영역으로 이동하면, MS은 SIWF인 IWF1과의 PP
P 링크를 해제하고 IWF2와 PPP 링크를 재 설정할 수밖에 없다.

IWF 시스템 파라미터와 패킷 이동성 바인딩(Binding) 파라미터

MT의 링크 이동성 지원을 위해 IWF시스템이 관리해야 할 시스템의 테이블과 단말의 이동 바인딩 테이블(Mobility B
inding Table, MBT)을 다음 표 6과 같이 정의한다.

IWF system declaration table(ISDT)

[표 6]
Sysid 시스템에서 부여하는 고유의 IWFID로서 전체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부여된다.
도메인 식별자 자신이 서빙하는 시스템 영역 식별자, SID/NID
존 실별자 자신이 서빙하는 Associated 패킷 존 식별자 리스트
Soption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옵션 리스트

IWFT는 IWF 시스템마다 가지는 테이블이다

다음 표 7은 MDP 테이블이다.

Mobile Data Path table (MDPT)

[표 7]
포트 식별자 MSC/BSC 식별자 GR 식별자 타입 Associated PZID
                    
                    

MDPT는 IWF가 BS/MSC와 접속하는 이동 데이터 패스(Mobile Data Path)의 물리적 포트마다 연결되는 BS/MSC의 
정보를 기술하고 해당 포트가 연결된 BS/MSC의 PZID정보 등을 기록한다. 즉 IWF의 물리적 포트(Physical port)와 
관련된 정보를 갖는 테이블이다.

PortID : IWF가 가지고 있는 이동 데이터 패스용 물리적 접속 포트의 식별자이다.

MSC/BSCID : 해당 portID가 접속하고 있는 MSC 또는 BSC의 식별자이다.

GRID : 해당 포트가 속한 그룹번호로 MSC/BSC 별로 하나의 그룹 식별자를 가진다. Global IWF이면 다수의 그룹 식
별자가 생성되게 된다.

Type : MSC 접속인지 BSC 접속인지를 구분한다.

APZIDs : 해당 포트가 서빙하는 associated 패킷 존의 식별자가 된다. 다수의 PZID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표 8은 MBT를 나타내었다.

Mobility Binding Table(Visitor List) (M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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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SID MT 식별 번호(MIN 또는 IMSI)
Iptype MS가 가지는 IP 옵션(심플 IP 또는 이동 IP)
PSState MS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스테이트(Active, Domant, Inactive)
IPADDR 현재 MS가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는 PPP 링크용 홈 IP 주소
COA type Care-of-Address 타입(Co-locate 또는 Non)
COA 현재 MS가 할당 받아 사용하는 COA
HAA 현재 MS의 홈 Agent 주소
LinkSource 현재 MS의 데이터 트래픽이 접속된 물리적 포트(포트 식별자 또는 돈케어)

MBT는 MS가 패킷 서비스를 요청하여 IWF에 등록된 후부터 패킷 세션이 종료(SIP MS)될 때까지 또는 MIP De-re
gistration(MIP MS only, MIP life time out 또는 de-registration) 때까지 유지되는 테이블이다.

MSID : 이동 스테이션 식별자(Mobile Station ID)이다.

Iptype : 인터넷 패킷 데이터 서비스(Internet Packet Data service)를 요구한 단말기가 사용하는 IP 서비스 옵션으
로서, LCP 이후 IPCP 에서 IWF와 MS가 협상하는 IP 주소 요구 및 할당 시에, 요구하는 MS의 방식과 IWF의 할당 결
과에 의해서 SIP 인지 MIP인지 결정된다.

RFC1332(SIP)와 RFC2290(MIP,SIP)에 의한 IPCP 수순을 거칠 때 MS의 홈 주소(Home Address)를 지정하는데 
COA또는 CCOA를 원하는 MS은 MIP 옵션 단말기가 되며, 홈 주소 없이 임시 홈 주소 또는 COA를 요구하는 MS은 S
IP이다.

PSState : MS의 현재 패킷 데이터 서비스 스테이트(Packet Data service state)를 표시하는 것으로, SIP 옵션으로 
등록된 단말의 경우는 엑티브와 도먼트 상태만 존재한다.

SIP 옵션의 단말이 BS/MSC와 트래픽 채널이 열려 있는 경우는 엑티브 상태이며, BS/MSC와의 트래픽 채널이 닫혀 있
을 경우는 도먼트 상태가 된다.

도먼트 상태에서 Dormant timer out이 되면 MS의 패팃 서비스는 종료되며, IWF는 PPP 링크 상태를 끊고 종료하며, 
IWF는 MS의 MBT를 제거한다.

MIP 옵션으로 등록된 단말의 경우는 엑티브 / 도먼트 스테이트의 상태는 SIP와 동일하나, 인엑티브 스테이트(Inactiv
e State)를 유지하는 것이 다르다.

MIP 단말의 경우는 Dormant timer 에 의해서 PPP 링크가 제거되면, 스테이트를 인엑티브로 변경하며, 다음에 IP 데
이터 그램(datagram)이 수신되거나 이동 패스(Mobile path)로 부터 PPP 링크가 열리기 전까지는 인엑티브로 유지된
다.

인엑티브 상태에서 MIP life timeout이 발생하거나 de-registration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MBT를 제거한다.

IPADDR : 현재 MS이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PPP 링크용 홈 IP 주소로서, IWF와 MS간의 PPP 링크 상에 전달되는 
IP 데이터 그램의 MS쪽 IP 주소이다.

SIP의 경우 IWF의 서브 네트웍 식별자(sub network ID)내의 홈 주소가 사용되며, MIP의 경우 co-located COA이
면 IWF의 서브 네트웍 식별자 내의 홈 주소가 사용되나, COA를 할당받아 사용한다면 본래 MS가 가지고 있는 홈 IP 
주소가 사용된다.

COA 타입 : Care-of-Address 타입(Co-locate or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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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타입의 단말기가 사용하는 COA의 타입을 구분한다.

Co-located COA는 IWF가 자신의 sub-network Host IP 주소를 MS에 할당하여 단말기와 HA사이에 IP 터널(tun
nel)이 형성되고, MS에 de-tunnel function을 가지는 개념으로서 IWF가 IP 주소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 단점이나 
IWF가 de-tunnel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COA type은 IWF와 MS사의 IP 는 MS의 본래 홈 IP 주소를 사용하고, IWF와 HA사이에서만 터널링(Tunneling)이 
이루어지므로, IWF가 MS의 HA와의 IP datagram en-capsulation /de-capsulation을 수행한다.

COA : 현재 MS가 할당받아 사용하는 COA.

CCOA인 경우, IWF sub-network Host 식별자중 하나가 되며 개별 MS에 유일하게 할당된다.

COA인 경우, IWF sub-network Host 식별자중 하나이며, MS에 독립적으로 HA와의 IP 터널링(tunneling)에 사용
되므로 하나의 IP 주소를 다수의 모든 MS에 할당하여 사용한다.

HAA : MS의 Home Agent 주소. MIP 등록 단말기의 Home Agent 주소로서, IWF가 MS의 IP 데어터그램을 encap
sulating 하여 전송하는 목적 주소(destination address)가 된다.

링크 소스 : 현재 MS의 데이터 트래픽이 접속된 물리적 포트(Physical port)(포트 식별자 또는 돈케어) IWF가 다수
의 MSC 또는 BSC/RNC와 접속 될 경우 각각의 포트는 서로 다른 PZID와 BS/MSC를 서빙(serving)하고 있게 되므로, 
도먼트 상태에서 재연결을 할 때, MS이 위치한 BS/MSC의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상기한 발명의 구성에 따른 본 발명의 동작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VLR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한 MS의 PMBT를 만들고 이의 상태에 따라 MSC/BSC에서 MS와 IWF를 연결하는 
릴레이 링크 연결(relay link connection)을 실행하고 이에 따른 시그날링을 수행하는데, PMBT의 갱신은 다음 도 8
과 같은 스테이트에 따라서 진행된다.

도 10은 기지 제어국 또는 이동 교환국이 관리하는 정보 테이블(PMBT)의 갱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상태 다이어그
램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PMBT의 설정이나 갱신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세션의 시작이나 핸드오프 MIP 등록, 리커넥션(rec
onnection)에 의해서 촉발되며, 일차 이벤트(event)가 발생하면, VLR은 MS의 위치 등록 정보로부터 PZID를 구하고, 
얻어진 PZID의 AIWFID를 PZT로부터 구한다.

이때, AIWFID를 구하면, BS/MSC는 AIWFID와 SIWFID의 릴레이션(relation)을 IWFT, GPT 및 AIT 등을 참조하
여 구하고, 이어 MS의 패킷 데이터 호 상태에 따라 해당 관계에 맞는 기능을 실행하고 SIWFID를 갱신한다.

다음에 각각의 이벤트 별로 동작을 기술한다.

1) MS origination

a. 패킷 세션 초기화(Packet session initiation)

최초 패킷 서비스 인엑티브(Inactive)상태에서, MS가 패킷 서비스 초기화(Packet Service origination)를 시도한 경
우는 VLR이 MS가 발호한 PZID를 확인하고, PZT로부터 AIWFID를 얻어 PMBT를 생성한다.

SIWFID를 AIWFID로 갱신하고 AIWFID의 관계는 Own으로 하며, FR-SVC 셋업(setup) (packet initiation)을 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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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F로부터 연결 메시지(Connect message)가 도착하면, REG_ state = serving, P_state= Active, Servstate = 
yes, SIWFID serving type = Normal로 한다.

b. 도먼트 리커넥션(Domant reconnection)

MIP 단말의 경우 P_state = Inactive인 PMBT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그대로 활용하며, 다음 도먼트 재접속에서와 
같은 경우로서 동작한다.

MS가 패킷 서비스 초기화를 시도했을 때, PMBT를 점검하여 PMBT가 생성되어 있고, 도먼트 스테이트(Dormant st
ate)인 경우이다.

MS이 초기화(origination)한 PZID와 PMBT에 있는 PZID를 비교하여 같을 경우는 PMBT의 갱신을 하지 않으며, A
IWFID의 SIWFID와의 관계에 따라 FR-SVC SET-UP 커넥션(connection)을 실시한다.

Own, Neighbor일 경우 도먼트 리커넥션(Dormant reconnection), Anchor일 경우 anchor 리커넥션을 실시한다.

PZID가 같을 경우 Isolate, Global rela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

PZID가 다를 경우에는 AIWFID를 갱신하고, oSIWFID(old SIWFID)와의 관계를 구하고, 관계에 따른 재 연결을 실
행한다.

위에서 언급한 AIWF와 oSIWF의 릴레이션쉽(relationship)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oSIWFID 와 AIWF 식별자를 비교하여 둘이 같은 경우에는(PZID는 다르나 AIWF와 SIWF가 같은 경우) IWF
T의 PZID에 복수의 PZID가 있거나 zero의 PZID가 있게 된다. 이때, 복수의 PZID가 등록되어 있으면, 복수의 PZID
를 하나의 MSC또는 BSC가 서빙하는 경우로서 Own의 관계가 성립된다

oSIWFID = AIWFID 이며 IWFT의 PZID =0이면, AIWF의 관계는 Global 이다.

그러나, oSIWFID와 AIWFID가 다르면, IWFT로부터 AIWFID의 Nlist에 oSIWFID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AIWFID의 
관계를 Neighbor로 한다.

그리고, AIWFID의 Nlist에 oSIWFID가 없을 경우, Anchor IWF 테이블(AIT)을 검사하고 SIWFID가 속한 MSC를 
확인하여 있으면(Anchor service를 하는 경우) AIWF 식별자의 관계를 anchor로 한다.

그리고, Anchor도 아닌 경우에는 isolate IWF 관계가 된다.

AIWF와 SIWF와의 릴레이션에 따른 FR-SVC 도먼트 리커넥션과 PMBT 갱신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Own, Neighbor : SIWFID로 FR-SVC Dormant reconnection SET-UP 을 요구하고 IWF로부터 리커넥션 CONNE
CT를 받은 후, PMBT의 P_state=active, servstate =yes, reg_state=serving, nSIWFID= oSIWFID, SIWF ser
ving type = normal. AIWF 릴레이션은 유지한다.

Anchor : serving MSC가 anchor MSC로 SIWFID FR-SVC anchor reconnection SET-UP을 요구하고, anchor 
MSC가 실행한다.

서빙 MSC는 MS의 PMBT를 SET-UP 요구 시 anchor MSC로 전달한다.

그리고, FR-SVC 완료후 P_state=active,servstate =yes, reg_state=anchoring, nSIWFID= oSIWFID, SIWF 
serving type = normal. Relation = anchor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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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 BSC/MSC는 oSIWF로 FR-SVC global reconnection (Global port PMBT)으로 셋업을 요구하여, SIWFI
D와의 링크를 해제하고, SIWF로부터 디스커넥트(disconnect)가 오면 (이때 IWF는 PMBT의 PZID로 부터 포트를 확
인하여 MBT의 linksource를 갱신한다) nSIWFID = oSIWFID 갱신하고 AIWF 릴레이션을 Own으로 변경한 후 앞의 
Own reconnection을 실행한다.

Isolate : BSC/MSC는 oSIWFID로 Isolate disconnect를 실행하여 release 메시지에 account 정보를 회수한다.

이어서, nSIWFID=AIWFID로 갱신하고 AIWFID의 Relation = Own, servstate = no로 한 다음, nSIWFID로 FR-
SVC Isolate reconnection(IWF로 account 정보 전달)을 실행한다.

FR-SVC 커넥션이 완료되면, P_state=active, servstate =yes, reg_state=serving, SIWF serving type = norm
al. AIWF relation 은 own을 유지한다.

2) IWF 초기화(origination)

a. 패킷 세션 초기화(Packet session initiation)

IWF initiated packet session initiation은, MIP 단말기의 경우만 발생한다.

IWF가 IP 데이터 그램을 수신하면, MBT를 검색하여, IMSI와 링크소스(Linksource)를 확인하고, 해당 링크소스를 
통하여 패킷 초기화 FR-SVC SET_UP을 발행한다.

셋업(set-up)이 완료되면, IWF는 MBT의 P_state를 엑티브(active)로 변경하고, PPP 링크 establishment 결과에 
따라, Iptype, Ipaddr, COA type, COA 및 HAA를 갱신한다.

MBT에 IMSI가 없으면, ICMP로 IP 데이터 그램 발신자에게 Un-reachable 메시지를 보낸다.

BSC/MSC는 IWF로부터 FR-SVC 패킷 초기화 SET_UP을 요청을 받으면, 1차 MS의 VLR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PM
BT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IMSI는 있으나 PMBT가 없으면 생성할 수도 있으나 IMSI도 없으면 FR-SVC disconnect ( Un-reachable case) 
로 응답한다.

PMBT가 존재하면(MIP인 경우는 존재해야 됨), MS 연결을 요구한 IWF(RIWFID) 와 현재 PMBT에 등록된 MS의 
PZID의 AIWFID와의 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릴레이션은 현재 MS이 가지고 있는 PMBT의 SIWFID를 RIWFID와 비교하여 같을 경우는, PMBT의 SIWFID와 RIW
FID상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AIWFID의 (SIWFID와의) 관계를 갱신하지 않고, 관계에 따라 FR-SVC 연결
을 실시한다.

SIWFID와 RIWFID가 같을 경우에는 Isolate, Global 및 anchor가 IWF initiated Packet service origination에서
는 없는 경우가 된다.

PMBT의 SIWFID와 RIWFID가 다를 경우에는 MS의 PMBT는 갱신되었으나, 아직 MS이 nSIWF와의 link binding 
update(Mobile IP registration)가 이루어지기 전에 IWF로 부터 패킷 서비스 초기화(Packet service initiation)가 
된 것으로 판정하고 disconnect(incomplete link update unreachable)를 IWF로 보낸다.

즉, 패킷 서비스 인엑티브인 MIP MS의 경우, PZID를 변경 이동할 때, VLR이 PMBT를 갱신하는데, Neighbor와 Ow
n의 경우는 링크를 SIWF로 유지시키고, Isolate, Global 및 Anchor의 관계로 설정되면, 항상 SIWFID를 AIWFID로 
갱신하고 관계를 Own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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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단말의 경우 최초 등록 시에는 구분이 되지 않으나, FR-SVC disconnect PPP 링크 closure에서 MBT를 IWF로 
부터 얻으면서, MIP단말임이 확인되고 MIP 단말이 확인되면, PMBT 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다.

OWN으로 지정만 해 놓으면 MIP MS이 PZID 변경확인 후 MIP registration connection (인에이블(enable) 된 경우
에 한하여)을 수행하여 Binding 된 IWF에 MIP 등록을 수행한다.

릴레이션에 따른 FR-JVC SET_UP과 PMBT 갱신은 Own과 Neighbor일 경우만 존재하며 CONNECT로 응답한다

FR-SVC 커넥션이 완결되면, VLR은 PMBT를 완결한다.

P_state = active, reg_state = serving, servstate= yes, PZID, PRAID,AIWFID, SIWFID및 관련 요소는 해당사
항에 맞추어 정리된다.

b. 도먼트 리커넥션

IWF initiated 패킷 리커넥션은 MIP/SIP 단말기 모두에 해당되며 도면트 상태에서 단말로 송신할 IP 데이터 그램이 
인터넷 사이드(Internet side)로부터 도착함으로서 실행된다.

IWF가 IP 데이터 그램을 수신하면, MBT를 검색하여, IMSI와 링크소스(Linksource)를 확인하고, 해당 링크소스를 
통하여 FR-SVC 리커넥션을 발행한다.

셋업이 완료되면, P_state를 active로 변경하고, PPP link establishment 결과에 따라 Iptype, Ipaddr, COA type, 
COA 및 HAA를 갱신한다.

MBT에 IMSI가 없으면, ICMP로 IP 데이터 그램 발신자에게 Un-reachable 메지시를 보낸다.

BSC/MSC는 IWF로부터 FR-SVC 패킷 초기화 SET_UP을 요청을 받으면, 1차 MS의 VLR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PM
BT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PMBT가 없으면 FR-SVC disconnect ( Un-reachable case) 로 응답한다.

PMBT가 존재하면(Dormant인 경우는 존재해야 한다.), MS 커넥션을 요구한 IWF(RIWFID)와 현재 PMBT에 등록된 
MS의 PZID의 AIWFID와의 릴레이션을 구하여 이에 따라 처리한다.

릴레이션은 현재 MS이 가지고 있는 PMBT의 SIWFID를 RIWFID와 비교하여 같을 경우는, PMBT의 SIWFID와 RIW
FID 상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AIWFID의 (SIWFID와의) 릴레이션을 갱신하지 않고, 릴레이션에 따라 FR-
SVC connection을 실시한다.

SIWFID와 RIWFID가 같을 경우에 Isolate, Global은 IWF initiated 패킷 리커넥션에서는 없는 경우가 된다.

PMBT의 SIWFID와 RIWFID가 다를 경우에는, I 및 G의 경우로부터 Own으로 MS의 PMBT는 갱신되었으나 아직 M
S가 nSIWF와의 link binding update(I의 경우 Mobile IP registration, G의 경우 FR-SVC Link Handoff)가 이루
어지기 전에 IWF로부터 패킷 서비스 초기화(Packet service initiation)가 된 것으로 판정하고 disconnect(incomp
lete link update unreachable)를 IWF로 보낸다.

즉, 패킷 서비스 도먼트인 SIP/MIP MS의 경우, PZID를 변경 이동할 때, VLR이 PMBT를 갱신하는데 이때, Neighbo
r, OWN 및 Anchor의 경우는 link binding을 SIWF로 유지시킨다.

그리고, Isolate, Global의 관계로 설정되면, Isolate IWF와는 FR-SVC를 isolated disconnect하고, Global IWF와
는 FR-SVC global disconnection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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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IWFID를 AIWFID로 갱신하고 릴레이션을 Own으로 변경한다.

릴레이션에 따른 FR-SVC SET_UP과 PMBT 갱신은 Own, Neighbor 및 Anchor일 경우만 존재하며 CONNECT로 응
답한다.

FR-SVC connection이 완결되면 VLR은 PMBT를 완결한다.

P_state = active, reg_state = serving, servstate = yes, PZID, PRAID, AIWFID, SIWFID 및 관련 요소는 해당
사항에 맞추어 정리된다.

3)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

시스템이 SHO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MS이 단순히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만은 BSC-MSC-IWF의 링크 binding에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패킷 서비스를 받고 있는 MS가 SHO(Soft Hand off)로서 이동하는 중에 PZID의 경계를 변경하
게 되면, VLR은 PMBT를 갱신해야 하며, 전술한 PMBT update state diagram에서와 같이, PZID에 따른 AIWFID를 
변경하고 PMBT를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먼저, oSIWFID 와 AIWFID의 relation을 전술한 바와 같이 구한다.

이때 얻어질 수 있는 릴레이션은 O,N,A(MSC간 soft handoff일 때) I 및 G모두가 나올 수 있다.

PMBT의 다른 내용은 유지하고, AIWFID의 릴레이션을 상응하게 갱신하며, SIWFID의 서빙 타입(serving type)을 
SHO로 갱신한다.

4) 하드 핸드오프(Hard handoff)

시스템이 HHO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MS가 하드 핸드오프(Hard handoff)를 경험하게 되면, PZID가 동일한 경우라도 MS가 이전에 다양한 SHO를 거치면
서 SIWFID와 I, G 및 A의 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으므로 BSC-MSC-IWF의 링크 binding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반드시 하드 핸드오프와 동시에 PZID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의 SIWFID와의 링크 binding이 갱신되어야 
만 한다.

PZID가 바뀌었으면 PZID와 AIWFID를 현재 MS이 위치한 등록지역에 맞추어 PMBT를 갱신하고 AIWFID와 oSIWF
ID의 릴레이션을 앞서의 방법으로 구하며 바뀌지 않았으면, 기존의 AIWFID 릴레이션을 그대로 사용한다.

BSC/MSC는 릴레이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a) Own : 다른 모든 PMBT를 유지하고, SIWFID 서빙 타입(serving type)만을 Normal로 만든다. 서빙 BSC 와 SIW
FID의 링크 커넥션을 연결한다.

b) Neighbor : 다른 모든 PMBT를 유지하고, SIWFID 서빙 타입(serving type)만을 Normal로 만든다. MS 의 서빙 
BSC 와 SIWFID의 링크 커넥션을 연결한다.

c) Anchor : PMBT의 REG_state = anchoring, SIWFID serving type = Normal로 만들고, 서빙 BSC, 서빙 MSC, 
Anchor MSC, SIWFID와의 링크 커넥션을 만든다.

이때, SIWF와의 시그날링은 없이 인프라만의 링크 커넥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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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lobal : serving MSC/BSC가 SIWFID와 연결된 MSC/BSC를 통하여, FR-SVC global disconnection (Includi
ng PMBT) SET_UP을 발행하고, SIWF는 PMBT로 부터 MS의 PZID를 알아내어 MBT의 링크소스를 갱신한 후 DIS
CONNECT를 보낸다.

VLR은 PMBT의 AIWF 릴레이션을 Own으로 변경한 후 서빙 MSC/BSC가 AIWFID FR-SVC global reconnection 
SET_UP을 발행한다.

IWF는 FR-link 핸드 오프임을 인지하고 link binding만 수행한다.

커넥션이 완료되면 SIWFID 서빙 type = normal 로 변경하고 다른 것은 유지한다.

SIWFID는 본래와 동일하다.

e) Isolate : 서빙 BSC/MSC는 oSIWFID로 Isolate disconnect를 실행하여 release 메시지에 account 정보를 받아 
낸다.

이어서, nSIWFID = AIWFID로 갱신하고 AIWFID의 Relation = Own, servstate = no로 한 다음, nSIWFID로 FR
-SVC Isolate reconnection (IWF로 account 정보 전달)을 실행한다.

FR-SVC connection이 완료되면, PMBT의 servstate = yes, reg_state = serving, SIWF serving type = norm
al. AIWF 릴레이션 은 own을 유지한다.

IWF는 FR-SVC를 수신하면, Account 정보이외는 신규 패킷 세션으로 판단하여 MBT를 생성하고 PPP link establi
sh 부터 시작한다.

5) FR-SVC clearing for 도먼트

RLP timeout에 의해서 도먼트 스테이트로 갈 때, BSC/MSC 에 의해서 SIWF와의 FR-SVC 링크 clearing이 실행된
다.

SHO에 의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중일 경우 Anchor relation에서 intermediate MSC들이 PMBT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MSC/BSC는 MS의 PZID위치를 확인하고 PMBT의 PZID와 다르면 AIWFID를 갱신하고 AIWFID와 oSIWFID의 릴레
이션을 전술한 방법으로 구하며, 같을 경우 PMBT의 기존 릴레이션을 그대 유지하고 릴레이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Clearing과 PMBT 갱신을 실행한다.

Own : PMBT의 P_state = dormant, SIWFID serving type = normal 로 하며, FR-SVC dormant Disconnect를 
실행한다. IWF는 release로 응답하고 MBT의 Psstate = dormant로 한다.

Neighbor : PMBT의 P_state = dormant, SIWFID serving type = normal 로 하며, FR-SVC dormant Disconn
ect를 실행한다. IWF는 release로 응답하고 MBT의 Psstate = dormant로 한다.

Anchor : SIWFID 서빙 타입(Serving Type)을 확인하여 SHO일 경우, PMBT의 REG-state = anchoring, SIWFI
D serving type = normal, P_state = dormant로 하며, 서빙 MSC/BSC가 anchor MSC/BSC로 FR-SVC dormant 
Disconnect를 실행한다.

각 중간 Node는 PMBT를 저장한다. IWF는 release로 응답하고 MBT의 Psstate = dormant로 한다.

Global : PMBT의 P_state = dormant로 하고, SIWFID와 연결된 MSC/BSC에서 FR-SVC global dormant Discon
nect(PMBT포함)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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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F는 PMBT의 PZID로 부터 MBT의 링크소스를 갱신하고 release를 한다. MSC/VLR은 AIWFID relation을 Own
으로 변경하고, SIWF serving type = normal로 한다.

Isolate : PMBT P_state = dormant로 하고 oSIWFID와 연결된 MSC/BSC에서 FR-SVC isolate dormant Discon
nection을 요구한다.

IWF는 account 정보를 release 메시지에 실어서 응답하고, MS의 MBT를 삭제한다.

MSC/VLR은 AIWFID의 관계를 Own으로 변경하고 nSIWFID = AIWFID로 하며, servstate = no 로 만든다.

그리고, nSIWFID로 FR-SVC isolate dormant SET_UP(Account, PMBT포함한다.)을 요구하여 과금 정보를 IWF
로 전달하고, IWF는 MBT를 생성하여 Account 정보를 유지하며, Disconnect 메시지로 응답하면서 링크를 닫는다.

6) Dormant PZID 변경

도먼트 상태에서, MS이 이동할 때 MSC/VLR은 MS과 IWF와의 효율적인 링크 연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링크 bindi
ng 테이블 즉, PMBT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PZID가 변경되면, VLR은 PZID의 AIWFID를 PZT로부터 구한 다음, AIWFID와 oSIWFID와의 관계를 전술한 방법으
로 구하고 관계에 따라서 다음을 실행한다.

Own : No operation.

Neighbor : PZID, AIWFID갱신, AIWFID relation = Neighbor 만을 갱신한다.

Anchor : PZID, AIWFID갱신, AIWFID relation = anchor, REG_state = Anchor로 하며, 서빙 MSC/BSC 부터 A
nchor MSC/BSC까지 MS의 PMBT를 전달하여, Anchor 정보가 중간 node(MSC/BSC)에 보존 되도록 한다.

Global : PZID, AIWFID 갱신, SIWFID와 연결된 MSC/BSC가 FR-SVC global dormant Disconnect(PMBT포함)
를 실행한다.

IWF는 PMBT의 PZID로부터 MBT의 링크소스를 갱신하고 해제한다. MSC/VLR은 AIWFID 릴레이션을 Own으로 변
경한다.

Isolate : oSIWFID와 연결된 MSC/BSC에서 FR-SVC isolate dormant Disconnection을 요구한다.

IWF는 account 정보를 release 메시지에 실어서 응답하고, MS의 MBT를 삭제한다. MSC/VLR은 AIWFID의 릴레이
션을 Own으로 변경하고 nSIWFID = AIWFID로 하며, servstate = no 로 만든다.

그리고, nSIWFID로 FR-SVC isolate dormant SET_UP(Account, PMBT포함)을 요구하여 과금 정보를 IWF로 전
달하고, IWF는 MBT를 생성하여 Account 정보를 유지하며, Disconnect 메시지로 응답하면서 링크를 닫는다.

7) Dormant PPP link closure

도먼트 스테이트에 있다가 Dormant timeout에 의해서 PPP link disconnection을 수행하고 패킷 서비스 세션을 종료
하는 경우이다.

MSC/BSC 또는 IWF 각자 먼저 Initiation할 수 있다.

a) MSC/BSC initiated 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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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VLR은 MS가 더 이상 패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면, 현재 PMBT의 SIWFID로 PPP link layer connection 
closure SET_UP message를 SETUP_INFO segment 의 CALL_TYPE = 0x02(to request/ inform of dormant l
ink layer connection closure)로서 발행하고, IWF 는 release complete message로서 응답한다.

이때, IWF는 MBT와 Account information을 MSC/VLR로 전달하여 MSC/VLR이 Billing과 MS의 IP 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WF는 SIP용 MBT는 제거하고 MIP용 MBT는 PSSTate = Inactive로 변경하고 유지한다. VLR도 MBT로부터 확인
한 MIP용 PMBT는 Inactive로 유지하며, SIP용은 PMBT를 제거한다.

b) IWF initiated closure

IWF는 MS이 PPP 링크 closure를 요구해 오거나 PPP timer out 에 의해서 패킷 서비스 세션을 종료하게 된다.

MS이 요구하면, PPP disconnection을 실행 한 다음, MSC/BSC로 PPP link layer connection closure SET_UP 메
시지를 SETUP_INFO segment 의 CALL_TYPE = 0x02(to request/inform -of dormant link layer connection 
closure)로서 발행한다.

이때, IWF는 MBT와 Account information을 MSC/VLR로 전달하여 MSC/VLR이 Billing과 MS의 IP 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WF는 SIP용 MBT는 제거하고 MIP용 MBT는 PSSTate = Inactive로 변경하고 유지한다. VLR도 
MBT로부터 확인한 MIP용 PMBT는 인엑티브로 유지하며, SIP용은 PMBT를 제거한다.

Call scenarios

IWF가 MSC에 연결된 형태와 IWF가 BSC에 연결된 형태에 대하여 각기 기본적인 패킷 데이터 서비스 호 처리 방법을 
다음에 설명한다.

MIP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PZID가 필수 사항이다. overhead MSg에 PZID broadcast없이 Multiple IWF와 BSC/BT
S cover 영역의 설정도 가능하다.

도 11 내지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발생되는 여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MS가 패킷 서비스 옵션으로 발신하면, BS/MSC는 MS의 인증 및 패킷 서비스 허용 여부를 확인 후 
무선 접속을 허용하고, 해당 PZID의 associated IWF로 패킷을 셋업 한다.

BS/MSC는 Process1에서 VLR에 해당 단말의 PMBT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IWF는 Process1에서 IMSI를 이용하여 
MBT(linksource,IMSI)를 생성한다.

이때, MIP단말인 경우 기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말과 IWF사이에 PPP 링크 셋업이 이루어지며, MS의 client S/W 에 따라 SIP 및 MIP 단말 타입이 결정된
다.

즉, BS/MSC는 단말기의 IP 타입을 알 수 없다.

IWF는 process2에서 MS의 MBT를 완성한다.

그리고, MS가 MIP 타입일 경우 MIP 등록을 수행하고, IWF는 COA일 경우 중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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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단말이 등록을 완결하면, 인터넷 통신이 이루어지며, SIP인 경우 등록과정 없이 진행된다.

소프트 핸드오프

데이터 엑티브 PPP 상태에서, MS가 PZID를 변경하는 SHO를 했다면, Process2에서 VLR은 PMBT의 PZID, PRAID 
및 AIWFID등을 상응하게 변경하며 AIWFID와 SIWFID와의 relation을 갱신하고, SIWFID는 유지하고 서빙 타입만
을 SHO로 변경한다.

도 12을 참조하면, Active PPP 상태에서 HHO를 수행했다면, PZID의 변동에 관계없이 AIWFID와 SIWFID의 relat
ion으로부터 MSC 접속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4가지의 경우에 따라 처리된다.

a) Own : 다른 모든 PMBT요소를 유지하고, SIWFID 서빙 타입만을 Normal로 만든다. 서빙 BSC 와 SIWFID 의 링
크 커넥션(Link Connection)을 연결한다.

b) Neighbor : 다른 모든 PMBT를 유지하고, SIWFID 서빙 타입만을 Normal로 만든다. MS 의 서빙 BSC와 SIWFID 
의 링크 커넥션을 연결한다.

c) Anchor : PMBT의 REG_state = anchoring, SIWFID serving type = Normal로 만들고, 서빙 BSC, 서빙 MSC, 
Anchor MSC 및 SIWFID와의 링크 커넥션을 만든다.

상기 a, b 및 c 는 SIWF와의 시그날링 없이 인프라만의 링크 커넥션이다.

d) Global 서빙 MSC/BSC가 SIWFID와 연결된 MSC/BSC를 통하여, FR-SVC global disconnection (Including PM
BT) SET_UP을 발행하고, SIWF는PMBT로부터 MS의 PZID를 알아내어 MBT의 링크소스를 갱신한 후 DISCONNE
CT를 보낸다.

VLR은 PMBT의 AIWF relation을 Own으로 변경한 후, 서빙 MSC/BSC가 AIWFID FR-SVC global reconnection 
SET_UP을 발행한다. IWF는 FR-link 핸드오프임을 인지하고 link binding만 수행한다.

Connection이 완료되면, SIWFID serving type = normal,로 변경하고 다른 것은 유지한다.

SIWFID는 동일하다.

위 모든 경우에 대하여, MIP MS이 PZID가 변경된 것에 따른 MIP 등록을 시도할 수 있는데, MS이 FA solicitation 
을 발행한 응답으로 FA advertisement가 나가면, 동일한 FA임을 확인한 MS이 MIP 등록을 중단하므로 MIP 등록 과
정을 생략하는 효과가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RLP 상에 일정시간 패킷데이터의 전달이 없으면, BS/MSC는 무선구간 TCH과 IWF구간의 링크를 
해제하며, PPP 링크는 도먼트 엑티브 스테이트(Dormant active state)로 천이 한다.

이때, VLR은 PMBT의 P_state를 도먼트로 만들고, IWF는 PSState를 도먼트로 만든다.

도먼트 시점에서의 AIWFID와 SIWFID의 relation에 의해서 4가지가 나오며, IWF와의 신호측면에서 크게 세 개의 경
우로 구분된다,

Own , Neighbor : PMBT의 P_state = dormant, SIWFID serving type = normal 로 하며, FR-SVC dormant D
is-connect를 실행한다. IWF는 release로 응답하고 MBT의 Psstate = dormant로 한다.

Anchor : SIWFID 서빙 타입을 확인하여 SHO일 경우, PMBT의 REG-state = anchoring, SIWFID serving type 
= normal, P_state = dormant로 하며, serving MSC/BSC가 anchor MSC/BSC로 FR-SVC dormant Disconnect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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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간 Node는 PMBT를 저장한다. IWF는 release로 응답하고 MBT의 Psstate = dormant로 한다.

Global : PMBT의 P_state = dormant로 하고, SIWFID와 연결된 MSC/BSC에서 FR-SVC global dormant Discon
nect (PMBT포함)를 실행한다. IWF는 PMBT의 PZID로 부터 MBT의 링크소스를 갱신하고 release를 한다.

MSC/VLR은 AIWFID relation을 Own으로 변경하고, SIWFserving type = normal로 한다.

도 14를 참조하면, 도먼트 상태에서, MS가 이동할 때 MSC/VLR은 MS와 IWF와의 효율적인 링크 커넥션을 위하여 지
속적으로 링크 바인딩 테이블 즉, PMBT를 갱신해주어야 한다.

PZID가 변경되면, VLR은 PZID의 AIWFID를 PZT로부터 구한 다음, AIWFID와 oSIWFID와의 릴레이션을 전술한 방
법으로 구하고, 구해진 릴레이션에 따라서 다음을 실행한다.

Own : No operation.

Neighbor : PZID, AIWFID갱신, AIWFID relation = Neighbor만을 갱신한다.

Anchor : PZID, AIWFID갱신, AIWFID relation = anchor, REG_state = Anchor로 하며, Serving MSC/BSC 부터 
Anchor MSC/BSC까지 MS의 PMBT를 전달하여, Anchor 정보가 중간 node(MSC/BSC)에 보존 되도록 한다.

- Global : PZID, AIWFID 갱신, SIWFID와 연결된 MSC/BSC가 FR-SVC global dormant Disconnect(PMBT포함)
를 실행한다.

IWF는 PMBT의 PZID로 부터 MBT의 링크소스를 갱신하고 해제한다.

MSC/VLR은 AIWFID 릴레이션을 Own으로 변경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Infrastructure에서 MS와 IWF를 연결하는 링크 커넥션을 단순히 PMBT만을 갱신해주므로서 SIP
/MIP 단말 모두 최초로 패킷 세션을 연결한 IWF와 PPP 링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Mobile IPclient S/W의 지원이 
없어도 seamless 핸드오프 통신이 가능해진다.

MIP 단말의 경우 PZID 변경감지 후 MIP registration reconnection기능이 인에이블 되면, PZID가 변경되고 리커넥
션을 요구하여 FA solicitation을 요구하고 FA advertisement를 받게 된다.

이때, 인프라의 mobile link binding 지원에 의해 동일한 IWF를 접속 유지하므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 없다.

도 15를 참조하면, AIWFID의 SIWFID와의 릴레이션에 따라 FR-SVC SET-UP 커넥션(connection)을 실시한다.

Own과 Neighbor일 경우 도먼트 리커넥션(Dormant reconnection), Anchor일 경우 anchor 리커넥션(reconnectio
n)을 실시한다.

AIWF와 SIWF와의 릴레이션에 따른 FR-SVC 도먼트 리커넥션과 PMBT 갱신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Own, Neighbor : SIWFID로 FR-SVC Dormant reconnection SET-UP 을 요구하고 IWF로 부터 reconnection C
ONNECT를 받는다.

Anchor : 서빙 MSC가 anchor MSC로 SIWFID FR-SVC anchor reconnection SET-UP을 요구하고, anchor MSC
가 실행한다. 서빙 MSC는 MS의 PMBT를 SET-UP 요구 시 anchor MSC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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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 BSC/MSC는 oSIWF로 FR-SVC global reconnection (Global port PMBT)으로 셋업을 요구하여, SIWFI
D와의 링크를 해제하고, SIWF로부터 disconnect 가 오면 (이때, IWF는 PMBT의 PZID로부터 포트를 확인하여 MB
T의 링크소스를 갱신한다.) nSIWFID = oSIWFID 갱신하고, AIWF relation을 Own으로 변경한 후 Own reconnec
tion을 실행한다.

Reconnection IWF initiated.

Dormant state에서 인테넷 측으로부터 IP 데이터 그램이 도착하면, IWF의 Procedure 4는 MBT를 검사하여 이동 데
이터 패스(mobile data path)의 링크를 확인하고 IMSI번호를 확인한 다음 링크 셋업을 요구한다.

BS/MSC는 PMBT를 점검하여 link connection이 가능하면 call proceeding으로 Ack한 후, 페이징(Paging)하고 응
답에 따른 후속의 무선 구간 연결을 완료하고 Connect 메세지를 IWF에 제공 하므로서 링크 개설이 완료된다.

IWF 또는 MSC가 자신의 MBT 및 PMBT를 검사했을 때 단말이 존재하지 않거나 link connection이 불가능하면, MS
C는 Disconnect message를 IWF측으로 송신하고 IWF는 ICMP로 수신자 없음의 에러 메시지를 인터넷 송신측으로 
전달한다.

    
MSC 연결형 IWF운용 시, 본 발명과 같이 PMBT와 MBT를 운용하면, 95A시스템에서도 가상의 PZID를 정의하여 시
스템 오버헤드 메시지(system overhead message)로 PZID정보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SIP 단말에 대해서 완벽한 링
크 이동성(Link mobility)을 제공하여 MS가 최초로 접속한 IWF와 PPP 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패킷 세션이 
종료 할 때까지 seamless connection 서비스를 받으며, MSC간 anchor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면, 전체 네트웍을 이
동하면서도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 95B 시스템에서 PZID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똑같은 상황하에서 SIP 단말은 시스템 오버헤드 메시지와 상
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며, Mobile IP client S/W를 갖는 MS은, 시스템에서 PZID based reconnection이나 
HHO reconnection registration을 억제하더라도 SIP 단말기와 똑 같은 링크 이동성 서비스를 받게 되며, 시스템이 
억제하지 않는 경우에 인프라에서 PMBT를 이용하여 최초의 serving IWF와 지속적으로 connection을 유지한다.

따라서, MS가 MIP RR을 시도했을 때, IWF가 broadcast 하는 FA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MIP registration을 위
한 후속과정이 필요 없게 되어 무선 TCH 을 점유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즉, 위 방식은 SIP와 MIP 단말을 동시에 서비스하고 MIP 단말에 대한 reconnection enable /disable에 관계없이 링
크 이동성 지원(link mobility support)를 제공하게 된다.

MIP 단말의 경우, 링크 커넥션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anchor service가 되지 않을 때, MSC간 HHO를 하거나, Do
rmant state 에서 타 MSC로 이동해 간 경우, Isolate IWF경우)에는 MIP registration에 의해 IP 이동성은 지원받을 
수 있다

MIP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PZID가 필수 사항이다. overhead MSg에 PZID broadcast없이 Multiple IWF와 BSC/BT
S cover 영역의 설정이 가능하다.

도 16 내지 도 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발생되는 여러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
다.

도 16을 참조하면, MS가 패킷 서비스 옵션으로 발신을 하면, BSC/VLR은 MS의 인증 및 패킷 서비스 허용 여부 등을 
확인 후 무선 접속을 허용하고, 해당 PZID의 associated IWF로 패킷 FR-SVC SET_UP(initiate)을 한다.

BSC/VLR는 Procedure1에서 해당 단말의 PMBT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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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 연결형에서는 Anchor의 경우가 없다. IWF는 Procedure1에서 IMSI를 이용하여 MBT(linksource, IMSI)를 생
성한다.

MIP단말인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단말과 IWF사이에 PPP link setup이 이루어지며, 이때, MS의 client S/w에 따라 SIP, MIP 단말 타입이 결
정된다

IWF는 procedure2에서 MS의 MBT를 완성한다.

그리고, MS가 MIP 타입일 경우 MIP 등록을 수행하고, IWF는 COA일 경우 중계를 한다.

MIP 단말이 등록을 완결하면, 인터넷 통신이 이루어지며, SIP인 경우 등록과정 없이 진행된다.

Active PPP link 상태에서, MS이 PZID를 변경하는 SHO를 했다면, Procedure2에서 VLR은 PMBT의 PZID, PRAI
D, AIWFID등을 상응하게 변경한다.

SIWFID는 유지하고 서빙 타입은 SHO로 변경한다. SHO상태에서는 IWF와 BSC간의 링크는 유지되므로 AIWF와 SI
WF의 관계만 변경한다.

도 17을 참조하면, RLP 상에 일정시간 패킷데이터의 전달이 없으면, BSC 는 무선구간 TCH과 IWF구간의 링크를 해제
하며, PPP 링크는 Dormant active state로 천이한다.

이때, VLR은 PMBT의 P_state를 도먼트로 만들고, IWF는 PSState를 도먼트로 만든다.

Dormant 시점에서의 AIWFID와 SIWFID의 릴레이션에 의해서 4가지가 나오며, IWF와의 신호측면에서 크게 3 경우
로 구분된다,

Own , Neighbor : PMBT의 P_state = dormant, SIWFID serving type = normal로 하며, FR-SVC dormant Di
s-connect를 실행한다. IWF는 release로 응답하고 MBT의 Psstate = dormant로 한다.

Global : PMBT의 P_state = dormant로 하고, SIWFID와 연결된 MSC/BSC에서 FR-SVC global dormant Discon
nect(PMBT포함)를 실행한다.

IWF는 PMBT의 PZID로 부터 MBT의 링크소스를 갱신하고 release를 한다. MSC/VLR은 AIWFID relation을 Own
으로 변경하고, SIWFserving type = normal로 한다.

Isolate : PMBT P_state = dormant로 하고 oSIWFID와 연결된 MSC/BSC에서 FR-SVC isolate dormant Discon
nection을 요구한다. IWF는 account 정보를 release message에 실어서 응답하고, MS의 MBT를 삭제한다.

MSC/VLR은 AIWFID의 relation을 Own으로 변경하고 nSIWFID =AIWFID로 하며, servstate = no로 만든다. 그리
고, nSIWFID로 FR-SVC isolate dormant SET_UP(Account, PMBT포함)을 요구하여 과금정보를 IWF로 전달하고, 
IWF는 MBT를 생성하여 Account 정보를 유지하며, Disconnect message로 응답하면서 링크를 닫는다.

도 18을 참조하면, Hard Handoff시 PZID에 따른 AIWF와 SIWF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Neighbor or Own : Neighbor 또는 Own이면, 현재 MS가 연결된 BSC와 IWF가 물리적 접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BS
C가 new Selector와 SIWFID를 연결하는 내부 링크 커넥션만 수행하면 된다.

SIP/MIP단말의 구분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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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단말의 경우, PZID가 변경된 것을 파악하여 FA Solicitation을 할 수 있는데, FA advertisement 가 기존 FA임
을 알려 주므로, MIP R과정은 생략된다.

Isolate : MS가 기존의 old BSC에서 SIWF와 isolate 된 IWF의 new BSC로 HHO한 경우에 SIP단말기 인 경우 완전
히 새로운IP Packet Data connection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MIP단말인 경우, MIP 에 의하여 TCP/UDP connection은 유지할 수 있으나 PPP link connection은 재설정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Packet connection을 위한 과정은 case2와 같이 진행된다.

old BSC와 old IWF는 완전히 링크를 해제하고, accounting정보를 받아 내어 new IWF와의 Link Setup에서 PMBT
와 같이 전달한다.

New IWF는 FR link 설정시 SET-UP의 user-user data에서 SET_INFO segment의 CALL_TYPE 이 0X04:for a
n HHO call임을 인지하면, Account segment를 받아들인다. IWF는 Procedure 3에서 MBT를 생성한다.

TCH과 FR-SVC가 개설되면, PPP 링크가 설정되고, 단말의 IP요청에 의거 SIP인지 MIP인지를 IWF가 재 확인하여 
MBT를 검증하게 된다.

SIP단말은 즉각 신규의 IP주소에 의해, TCP 링크를 재설정하여 통신을 하고, MIP단말은 MIP Registration 과정을 
거쳐 TCP/UDP 을 유지하고 통신을 지속한다.

도 19를 참조하면, MS 가 Dormant State에 들어가면, VLR은 MS의 등록메시지를 판단하여, PMBT를 갱신시키며 n
eighbor 와 Own에 의한 AIWF와 SIWF 변경 시 테이블 갱신만 수행한다.

Isolate된 IWF 영역으로 PMBT가 갱신되면, 앞서의 active상태에서의 HHO 경우와 같이 old IWF로부터 Accountin
g Information을 받아 내면서 FR-SVC isolate dormant disconnect하고 new BSC와 new IWF가 Account 정보를 
교환하고 테이블을 갱신한다.

MIP단말인 경우 MIP registration reconnection이 인에이블 되어 있다면, MS가 PZID의 변경을 확인하고 MIP reg
istration을 위한 패킷 콜을 요청하여 MIP registration을 수행하고, 다시 도먼트 스테이트로 회귀한다.

Global IWF관계의 PZID로 위치 이동한 경우, 같은 IWF이므로, MS initiated reconnection 시에는 PMBT만 갱신해
도 문제가 없으나 IWF initiated reconnection시에는 링크소스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PMBT를 갱신한 후 셋업에 의하여, MS의 PMBT를 Mobility_Info segment로서 IWF에 전달하여 IWF가 M
S의 MBT를 갱신하도록 한다.

도 20을 참조하면, 전달할 패킷 데이터의 발생으로 도먼트 상태에서 엑티브 상태로 바뀌는 경우의 발신 또는 착신은, 
이미 PMBT또는 MBT 에 의해서 링크 라우팅이 설정되었으므로 해당 PMBT 또는 MBT가 지정한대로 수행이 된다.

릴레이션 O, N일 경우 BSC/VLR의 Procedure4는 PMBT의 패킷 서비스 스테이트(Packet service state)와 SERVS
tate를 갱신시키고, IWF procedure7은 MBT의 패킷 스테이트를 엑티브로 변경한다.

릴레이션 G 일 경우, old BSC와 IWF의 FR 링크는 해제하고, (gobal disconnection) New BSC와 링크와 global re
connection을 실행하여 MS와 IWF의 PPP 링크 커넥션을 유지한다.

릴레이션 I 일 경우, oldBSC와 oIWF가 isolate 디스커넥션을 하고(Account 포함), newBSC와 nIWF가 isolate 리컨
넥션을 수행하여, PPP 링크 establishment 부터 시작한다.

 - 28 -



등록특허 10-0379459

 
IWF procedure 8은 MBT로 부터 IP to IMSI 변환을 하고 링크 소스 포트를 확인하는 처리를 수행한다.

IWF originated reconnection에서는 인프라에서 MS의 PMBT가 완전하게 되어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MS와의 
링크 커넥션을 실행하고 불안정한 (PMBT 갱신이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 경우) 상태에서는 IWF로 disconnect를 응답
하여 IWF가 인터넷 측으로 ICMP (Un-reachable)를 보내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셀룰라/피시에스/IMT-2000(Cellular/PCS/IMT-2000) 네트워크 환경하
에서 이동국과 망연동장치를 연결하는 릴레이 링크 커넥션을 이동국이 이전에 서비스했던 패킷 존의 식별자(PZID) 를 
갖는 영역을 변경하고 새로운 패킷 존(PZID) 식별자를 갖는 영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패킷 존 식별자의 현재 서
비스 망연동장치(AIWF)와 이동 전에 PPP 링크를 유지하고 있던 망연동장치(SIWF)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
한 한 이동국과 망연동장치(SIWF)의 PPP 링크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동성이 지원되지 않는 SIP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PZID를 변경
할 때마다 새롭게 PPP 링크를 재 설정하고 PPP 계층의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을 재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동성이 지원되는 MIP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패킷 존 식별자(PZI
D) 영역간에 이동할 때마다 이동 IP 등록을 실행함으로서 무선구간의 트래픽 채널(TCH)을 점유하고 PPP 링크 재설
정에 의한 시간 낭비와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동 교환국 연결형 망연동장치를 갖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이동 교환국에 모든 패킷 존을 서비스
하는 망연동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이동 교환국에 연결된 모든 망연동장치가 상호 인접(Neighbor) 관계를 가지며, 타 이
동 교환국에 연결된 망연동장치도 이동 교환국간 링크를 연결하여 앵커(Anchor) 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동일 시스
템 내에서는 SIP 단말기가 완벽한 링크 이동성을 제공받아 호가 끊어지지 않는 인터넷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MIP 단말기도 한번 패킷 서비스를 등록하면 SIWF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PZID를 변경하더라도 이동 IP 등록
이 필요 없게 되어 무선 트랙픽 자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종래 시스템에 비해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MIP 단말기의 하드 핸드오프 재접속, 등록을 기반으로한 존(zone based registration) 또는 재접속 기능을 디
스에이블(disable)시키더라도 일단 등록이 된 경우에는 완벽한 링크 이동성을 제공받기 때문에 인프라 구조(infrastr
ucture)가 MIP 단말의 등록을 위한 무선 트래픽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기지국 제어기 연결형의 경우, 개별 기지국 제어기마다 망연동장치를 연결하는 분리(isolate)형보다 다수의 기지
국 제어기를 하나의 망연동장치가 연결하여 서비스하는 글로벌(Global) 형의 패킷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MIP 단말
기가 등록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고, SIP 단말기도 제한된 범위 (그로벌 망연동장치 지역 범위)내에서 호의 끊김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이동국와,

상기 이동국들에 대한 발신 또는 착신 트래픽 경로를 제공하며, 상기 이동국에 소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마다 상기 이
벤트의 내역을 관리하는 패킷 라우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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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 라우터가 다른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경우 이를 제어하는 망연동장치로 구성되어,

상기 이동국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미리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서도 동일한 착신측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서
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벤트 관리 내역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과 상기 망연동장치간 초기
에 설정된 PPP 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설정된 영역을 벗어나면 네트워크 계층의 호의 연결을 유지시키는 내부 소프트웨
어가 제공되는 이동국이거나, 상기 내부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않는 이동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라우터는 상기 이동국의 이동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지 제어국 및 이동 교환국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영역은 셀 영역이나. 무선 접속 가능한 기지 제어국의 영역이나, 하나의 망연동장치가 물
리적으로 접속 가능한 단위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는 상기 이동국의 트래픽 채널이 천이한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나, 핸드오프가 발생하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채널의 천이는 상기 이동국의 발신호 요구, 착신호 요구, 핸드오프 요구, 비활성 상태에
서 위치 등록 요구, 재접속 요구중 하나의 요구에 따라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라우터는 상기 이벤트의 내역을 관리하는 경우,

상기 설정된 영역을 제어하는 패킷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1 정보 테이블과,

상기 이동국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상기 설정된 영역에 대한 이동국의 이동성을 관리하는 제 2 정보 테이블과,

상기 패킷 라우터에 접속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의 서비스 영역 식별자와, 상기 패킷 라우터의 접속형태와, 상기 망연
동장치가 복수개일 경우 망연동장치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제3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 테이블은 현재 영역의 이동국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접속되는 망연동
장치를 나타내는 파라메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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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은 현재 이동국이 등록되어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제1 파라메터와,

상기 등록된 영역에 대응하는 망연동장치 식별자를 나타내는 제2 파라메터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연동장치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제3 파라메터와,

현재 상기 이동국이 PPP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 서비스 타입을 나타내는 제4 파라메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파라메터는 상기 대응 망연동장치와 상기 서비스 망연동장치가 동일한 경우와,

상기 대응 망연동장치와 상기 서비스 망연동장치 식별자가 서로 동일하나, 상기 패킷 라우터가 상기 망연동장치와 상기 
보조 망연동장치에 연결되는 링크가 다른 경우와,

서로 다른 망연동장치가 상기 패킷 라우터를 경유하여 연결되는 경우와,

상기 이동국과 망연동장치간 릴레이 링크가 중간단계의 패킷 라우터를 경유하여 연결되는 경우와,

상기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동국과 망연동장치간 PPP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제 3정보 테이블은 해당 망연동장치가 현재 서비스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제5 파라메터와,

해당 망연동장치가 상기 패킷 라우터에 접속한 형태를 나타내는 제 6 파라메터와,

해당 망연동장치 식별자가 서비스하는 영역에서 현재 서비스를 받는 이동국이 PPP링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접속 
가능한 인접 망연동장치의 목록을 나타내는 제 7 파라메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파라메터의 내역이 0인 경우 각 망연동장치마다 만들어서, 해당 망연동장치가 서비스하
는 패킷 라우터가 관할하는 영역의 식별자를 관리하는 제 5 정보 테이블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은 셀룰라/피씨에스/IMT-2000(Cellular/PCS/IMT-2000) 통신망을 기반으
로 한 이동 통신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14.

각 이동국이 요구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상기 이동국과 다른 네트워크에 패킷 경로를 연동시키는 망연동장치
(IWF)간 PPP 링크를 셋업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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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에 소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마다 상기 PPP 링크를 라우팅하는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벤트의 내역을 적어
도 하나 이상의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미리 설정된 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소정 이벤트가 생성되면, 상기 이벤트의 원인에 따라 상기 패킷 라
우터가 상기 이벤트 관리 내역을 이용하여 초기에 설정된 상기 PPP 링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상기 이동국과 상
기 패킷 라우터간 릴레이 경로를 변경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운용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는 상기 이동국의 발신호 요구, 착신호 요구, 핸드오프 요구, 비활성 상태에서 위치 등록 
요구, 재접속 요구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운용 방법.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테이블은 상기 설정된 영역을 제어하는 패킷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1 정보 테
이블과,

상기 이동국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시 상기 설정된 영역에 대한 이동국의 이동성을 관리하는 제 2 정보 테이블과,

상기 패킷 라우터에 접속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의 서비스 영역 식별자와, 상기 패킷 라우터의 접속형태와, 상기 망연
동장치가 복수개일 경우 망연동장치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제3 정보 테이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운용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패킷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발신호를 요구하면,

상기 패킷 라우터는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이 생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가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았으면, 새롭게 생성하고,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
은 경우에는 상기 이동국이 발신호를 요구한 영역의 식별자와 이미 생성된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에 있는 영역의 식별
자를 서로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비교된 두 영역의 식별자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를 갱신하
지 않고,

다른 경우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를 갱신하고, 상기 갱신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 이
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상기 구해진 상관관계에 따라 재접속을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운용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보 테이블은 상기 패킷 라우터가 상기 이동국이 발호한 영역의 식별자를 확인하고, 상
기 제 1 정보 테이블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의 식별자를 얻어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
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운용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관계는 상기 갱신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동
일한 경우, 상기 제 3 정보 테이블의 영역 식별자에 복수개의 영역 식별자가 등록된 경우의 첫 번째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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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갱신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동일하지만, 상기 제 3 정보 테이블의 
영역 식별자에 0개의 영역 식별자가 등록된 경우의 두 번째 관계와,

상기 갱신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3 정보 테
이블에 상기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등록된 세 번째 관계와,

상기 갱신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3 정보 테
이블에 상기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등록되지 않아서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 식별자가 속한 패킷 
라우터가 있는 경우의 네 번째 관계와,

상기 갱신된 망연동장치의 식별자와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3 정보 테
이블에 상기 이전에 서비스했던 망연동장치의 식별자가 등록되지도 않고, 서비스하는 망연동장치 식별자가 속한 패킷 
라우터가 없는 경우의 다섯 번째 관계중 하나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
터 서비스 운용 방법.

청구항 20.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라우터는 상기 PPP 링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상기 이동국과 상기 패킷 라우터간 
릴레이 경로를 변경시키는 단계를 실행할 경우, 상기 이벤트 관리 내역이 가장 최근에 갱신된 정보인지를 확인한 후, 확
인 결과에 따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운용 방법.

청구항 21.

임의의 이동국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과 패킷 라우터간과 상기 패킷 라우터와 망연동장치
간 릴레이 링크를 각각 연결시키는 단계와,

상기 링크 계층을 통하여 상기 이동국과 상기 패킷 라우터간 PPP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이 상기 망연동장치에 대하여 영구적인 주소(Permanent Home Address)를 나타내는 인터넷 프로토콜(
IP)을 사용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프로토콜 통신중에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동국이 설정된 단위 영역을 벗어나서도 동일한 착신측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각 이동국과 상기 패킷 라우터간 초기에 설정된 릴레이 링크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서 프로토콜 통신 운용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단위 영역은 셀 영역이나. 무선 접속 가능한 기지 제어국의 영역이나, 하나의 망연동장
치가 물리적으로 접속 가능한 단위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프로토콜 통신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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