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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으로 특히, 서로 별개의 이동 통신 사업자간

에 로밍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시스템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로 네트워크 식별

자(NAI)를 전송하는 이동 단말과,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AAA)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

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접속한 상기 이

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터널링 정보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전송하는 상기 홈 네트워

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과 데이터

를 송수신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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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acket Data Serving Node)로 네트워크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 : NAI)를 전송하는 이동 단말과,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

입되어있다면,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 AAA)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에게 데이

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접속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터널링 정보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전송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상기 홈 네트워

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의 아이 피(IP) 주소가 포함된

터널링 정보를 수신하여 터널링을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는,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네트워크 식별자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분리하고, 상기 도메인을 검사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는,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할 때에, 상기 도메인에 해당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터널링 정

보를 요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네트워크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를 전송하는 과

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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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

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면,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가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

빙 노드로 터널링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터널링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의 터널링

설정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의 아이 피(IP) 주소인 터널링 정보를 수신하여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네트워크 식별자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분리하는 과정과,

상기 도메인을 검사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도메인에 해당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터널

링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9.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네트워크 식별자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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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면,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터널링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이동 단말의 가입자 정보에 대한 응답을 받

는 과정과,

상기 가입자 정보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터널링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 정보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의 아이 피(IP) 주소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네트워크 식별자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분리하고, 상기 도메인을 검사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은,

상기 도메인에 해당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터널링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13.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동 단말과,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응답

을 수신받아,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모바일 아이 피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접속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터널링 정보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전송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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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과 모바일 아이 피 세션을 설정하고,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여 상

기 이동 단말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

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14.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홈 에이전트의 아이 피(IP) 주소가 포함된 터널링 정보를 수신하여 상

기 홈 에이전트와 터널링을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15.

제13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는,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네트워크 식별자 확장(Network Access Identifier

Extension) 필드의 네트워크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 정보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분리하고, 상기 도메인

을 검사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은,

상기 도메인에 해당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터널링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스템.

청구항 17.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의 터널링은,

아이피 시큐리티(IPSec : IP Security)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시

스템.

청구항 18.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모바일 아이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면,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가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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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 사이에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터널링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터널링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 사이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은,

상기 터널링 정보를 수신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로 모바일 아

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가 상기 이동 단말과 모바일 아이 피 세션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

이전트의 아이 피(IP) 주소를 포함하는 터널링 정보를 수신하여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네트워크 식별자 확장(Network Access Identifier Extension)필드의 네트워크 식별자 정보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검사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2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은,

상기 도메인 정보에 해당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터널링 정보를 요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

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23.

제18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와 터널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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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피 시큐리티(IPSec : IP Security)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

법.

청구항 24.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면,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의 가입자 정보에 대해 응답을 받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터널링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25.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

은,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모바일 아이피 등록 요청 메시지내의 네트워크 식별자 확장(Network Access Identifier

Extension)필드의 네트워크 식별자 정보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분리하고, 상기 도메인을 검사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26.

제2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은,

상기 도메인 에 해당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터널링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청구항 27.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가입자 정보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의 아이 피(IP) 주소를 포함하는 터널링 정

보를 같이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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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4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 사이에 설정된 터널링

은,

아이 피 시큐리티(IPSec : IP security) 프로토롤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로밍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으로 특히, 서로 별개의 이동 통신 사업자간

에 로밍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 함은, 단말까지 고정적인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이동 통신 시스템, 무선 랜, 와이브로(Wibro), 이동 애드

혹(Mobile Ad Hoc)등 을 들 수 있다.

이동 통신은 넓은 지역에 걸쳐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중에도 통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동 통

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셀룰러 방식의 시스템이다. 셀룰러 시스템이란, 종래 이동 통신 시스템의 서비스 지역의

제한과 가입자 수용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서비스 지역을 여러개의 작은 구역, 즉 셀(Cell)로 나누

어서 서로 충분히 멀리 떨어진 두 셀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주파수를 재사용 하는 것을 말한

다. 그러한 셀룰러 시스템 중 제일 처음 등장한 기술이 AMPS(Advance Mobile Phone System)과 TACS(Total Access

Communication Services)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며, 이를 1세대 이동통신이라 칭한다. 1세대의 이동통신 시스템만으로

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졌고,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의 음성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1세대의 이동통신 보다 진보한 디지털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게 되었다.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와는 달리, 아날로그인 음성신호를 디

지탈화하여 음성 부호화를 실시한 후, 디지탈 변복조 방식으로 사용하며, 800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다원접속 방식

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사용한다. 이러한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음성서비스 및 저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의 IS-95(CDMA 방식), IS-54 (TDMA 방식)

과 유럽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방식이 있다. 또한,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시스템은 2.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1.8~2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2세대 이동통

신 시스템들은 사용자들에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동 통신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

다. 하지만, 인터넷의 출현 및 사용자들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 요구 등은 새로운 무선 플랫폼의 등장을 예고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방식이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 2000)과 같은 3세대 이동 통신이다.

이러한 3세대 통신중 동기 방식인 CDMA방식에 대해 하기에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CDMA2000 1X 서비스는 기존의 IS-95A, IS-95B 망에서 진화한 IS-95C망을 이용하여 기존 IS-95 A/B 망에서 지원하

였던 속도인 14.4Kbps나 56Kbps 보다 훨씬 빠른 최고 144Kbps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CDMA

2000 1x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음성 및 WAP 서비스품질의 향상은 물론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AOD, VOD 등)의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IS-95A, IS-95B 라는 것은 기지국 망의 명칭이다. IS-95B망의 경우 무선 데이터 통신속도를 64Kbps까지

낼 수 있으며 CDMA2000 1X의 망인 IS-95C의 경우 144Kbps의 최대속도를 갖는다. 따라서 CDMA2000 1X의 휴대폰이

있다고 해도 그지역에 IS-95C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역망에 의존하여 IS-95B나 IS-95A로 접속이 된다.

이러한, 이동 통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등장

한 기술이 CDMA 2000 1x EV-DO 이다. CDMA 2000 1X EV(Evolution)-DO(Data Only)는 기존의 IS-2000 무선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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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과는 완전히 다른 패킷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 프로토콜로서 최대 전송속도가 전방향(forward direction)인 경우

2.4Mbps까지 가능한 방식이다. 이것은 IS-2000 기지국 장치와는 별도의 기지국 장치가 요구되지만, 나머지 시스템 및 망

구성요소는 공통으로 사용된다.

패킷데이터의 특성상 단말기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 받는 서비스가 우세함으로 CDMA 2000 1X EV-DO는 전방향

(forward)과 역방향(reverse)의 채널속도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말기에 공간 다이버시티(space diversity)를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전방향은 최대 2.4Mbps 까지 가능하고 역방향은 최대 153.6Kbps까지 가능한 비대칭 데이터 전송률 구

조를 가지고 있다.

IS-2000의 경우, 원칙적으로 음성위주의 프로토콜에 고속 패킷데이터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최대 전송속도에는 한계가 있

다. IS-2000 release 0에서는 무선구간에서 패킷데이터를 153.6Kbps까지 전송 가능하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무선구간

의 용량문제로 VOD(Video On Demand)의 경우 64Kbps까지 할당 가능하고, 무선인터넷은 평균적으로는 32Kbps 정도이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CDMA 2000 1x EV-DO로는 충분히 무선구간의 용량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CDMA 2000 1x EV-DO는 고속 패킷 전송만을 위해 최적화된 프로토콜로서 현재의 cdma One 이나 cdma 2000 시스템

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인 CDMA 채널(1.25MHz)을 사용한다. 특히 CDMA 2000 1x EV-DO는 무선구간에서 각 가입자의

전송속도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패킷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선구간 및 시스템의 사용효율을 극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이동 통신 기술은 각국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되며,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이동 단말 사용자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사업자로 이동할 경우에는 로밍이라는 서비스를 받아야만 했다.

로밍(Roaming)이란 육상 이동 전화 서비스에서 가입지의 이동 통신망을 벗어나 이동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서로간에 약정하여 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서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서 다른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으로 서비스의 중단이나 접속의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각 이동 통신 사업자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각각 독자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

업자에 따라 서비스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업체가 서로 제휴하여 어떤 회사에 가입하

든 상호간의 서비스망을 서로 연결하여 아무 곳에서나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전국적인 로밍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A국의 이동 가입자가 B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의 이동

통신망에서 그의 진입을 확인하고 행방을 가입지 이동 통신망에 통지함으로써 통화가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

동통신사업자들이 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쓰던 이동 단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역

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지 이동통신업체와 로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CDMA 2000 1x EV-D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와 타사업자간에는 로밍 협약을 통해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가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CDMA 2000 1x 네트워크에서 로밍 서비스

를 통해 가입자가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동 단말에게 로밍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에게 고유의 ID 값을 할당

하고,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에 있는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는 상기 이동 단말의 고유한 ID를 통해 홈 네트워크

(Home Network)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패킷을 터널링 하도록 설정된다. 이 경우에 방문자 네트워크로 이동한 로밍

가입자는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ID이외에 방문자 네트워크에서 할당한 새로운 ID를 설정해야한다. 이로인해 홈 네트

워크에서 사용하던 ID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즉,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DMA 1x 네트워크에서는 가입자가 심플 IP 사용자

에 대해서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바일 IP 서비스에서 동작되는 화상 전화서비스, 푸쉬-투-토크(Push-To-Talk)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동 단말의 사용자가 로밍을 하게 되면, 방문 네트워크에서 로밍한 이동 단말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프로파일을 관

리하게 되므로, 로밍 전의 이동 통신망에서에서 제공되던 이동 단말의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QoS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의 개별적인 서비스 프로파일(Profile)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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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CDMA 2000 1x EV-DO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입자가 다른 이동 통신 사업자의

CDMA 2000 1x EV-DO 네트워크로 이동한 경우, 로밍 서비스에 가입자가 로밍하기 전 홈 네트워크에서 받았던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이 홈 네트워크에서 방문 네트워크로 이동할 경우에도 홈 네트워크에서 제공받던 서비스

프로파일을 방문 네트워크에서도 그래도 제공 받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제1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

크(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

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acket Data Serving Node)로 네트워크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 : NAI)를

전송하는 이동 단말과,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의 로밍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이동 단

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어있다면,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 AAA)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

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방문 네트워

크에 접속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터널링 정보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전송

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를 포함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제1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

(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상기 방문 네트

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네트워크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상기 네트워크 식별자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검

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면,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

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

가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터널링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

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

과, 상기 설정된 터널링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

을 포함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2 실시 예에 따른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

(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

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동 단말과, 상기 이동 단말이 전송한 모바

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이동 단

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

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응답을 수신받아, 상기 홈 네트워

크의 홈 에이전트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모바일 아이 피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와 터

널링을 설정하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접속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

증을 수행하고, 터널링 정보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전송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

금 서버와, 상기 이동 단말과 모바일 아이 피 세션을 설정하고,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터널링을

설정하여 상기 이동 단말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제2 실시 예에 따른 방법은,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에서 방문 네트워크

(Visited Network)로 이동한 이동 단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상기 방문 네트

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모바일 아이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상기 모바일 아이 피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이 로밍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면,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가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인증 권한 과금

서버가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상기 홈 네트워크

의 홈 에이전트 사이에 터널링을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터널링 정보를 전송하

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터널링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과 상기 홈 네트워크의 홈 에이전트 사이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

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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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구체적인 특정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의 구성은 크게 CDMA 1x EV-DO 무선 데이터 통신의 단말 역할을 담당하며, 데이터 서비스를 주고 받는 이동 단

말(AT)과 가입자의 데이터 정보를 릴레이 해주는 액세스 네트워크, 가입자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EDGE 포인트로 가입

자의 PPP를 설정 연결 관리하는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 가입자의 인증 과금 권한의 정보를 관리하는 AAA로 구성된다. 그

럼 이하에서 본 발명의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문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 사이에 구비된 CDMA 2000 1x EV-DO 시스템의 일반적

인 망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본 발명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도 1에서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 HN)(126)

는 최초 이동 단말(100)이 가입된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 : VN)(124)는 이동 단말(100)이

새로 이동한, 즉 로밍한 후에 접속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또한, 상기 도 1에서 FA(120)는 HN(126)에서 로밍한 이동 단말(100)이 새로 접속한 외부 망인 VN(124)에서의 이동 단

말(100)의 이동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에이전트(Foreingn Agent : FA)라고 이하에서 칭하기로 한다.

그러면, 먼저 방문 네트워크(124)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먼저, 이동 단말(Access Terminal : AT)(100)은 패킷 호의 발신, 착신 등을 처리하는 시그널링 절차와 패킷 전달 절차, 매

체 접근 제어(MAC) 등을 정의하는 IS-856 무선 접속 규격으로 무선 링크 및 무선 신호를 처리하는 기지국(Access

Network Transmission System : ANTS)(102)에 접속하고, ANTS(102)는 호 처리 및 선택 기능(Selection

Function :SF), 무선 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 RLP)를 처리하는 기지국 제어기(Access Network

Controller : ANC)(104)와 연결된다. 상기 도 1에서와 같이 ANC(104)는 둘 이상의 ANTS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

은 ANC(104)는 이동 단말(100)에 대한 인증, IP 주소 할당, 라우팅 기능을 담당하는 데이터 코어 망(Data Core

Network :DCN)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acket Data Serving Node : PDSN)(110)와 패킷 제어부(Packet Control

Function : PCF)(108)를 통해 연결된다.

PCF(108)는 ANC(104)와 PDSN(110)를 연결하여 ANC(104)와 PDSN(110)사이에서 사용자 트래픽 전달 기능을 담당하

며, 이동 단말(100)에 대한 세션 관리, 이동성 관리, 상기 이동 단말(100)에 대한 인증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세션 관리/이

동성 관리부(Session Control/Mobility Management : SCMM)(112)가 포함될 수도 있다. 상기 도 1에서는 SC/MM(112)

이 PCF(108)에서 분리된 형태로 도시하였다.

SC/MM(112)는 CDMA 2000 1x EV-DO 가입자에 대한 이동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서브넷(Subnet) 영역에 대해서 ANC

(104)의 UATI(Universal Access Terminal Identifier)의 할당 요청 처리, AT(100)에 대한 IMSI 및 세션 정보 전달하고,

AT(100)에 대한 페이징 요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페이징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PCF(108)은 방문 네트워크(124)에 접속한 이동 단말(1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AN(Access Network)-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114)와 SC/MM(112)이나 AN-AAA(114)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EMS

(Element Management System) 및 데이터 코어 망의 PDSN(112)와 연결된다.

PDSN(110)은 이동 단말(100)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EDGE 포인트로 이동 단말(100)의 점대점 프로토콜(Point-to-

Point Protocol : PPP)을 설정, 연결, 관리한다. 그리고, PDSN(110)은 모바일 IP를 제공받기위해 방문자 네트워크(124)

에 접속된 이동 단말(100)의 모바일 IP 세션을 관리하는 FA(Foreign Agent)(120)와 연결되며, 상기 FA(120)은 가입자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증, 권한 과금을 담당하는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118) 및 IP 네

트워크(122)와 연결된다.

이상 VN(124)의 NE(Network Element)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기 도 1의 HN(126)에 도시된 각 NE들에 대해 설명

하기로 하겠다.

PDSN(142)는 모바일 IP를 제공받기 위해 VN(124)에 접속된 이동 단말(100)의 모바일 IP 세션을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

(Home Agent : HA)(140)와 연결되며, 상기 HA(140)은 인터넷 망(Internet network)(140)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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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HA(144)은 이동 단말(100)가입자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증, 권한 과금을 담당하는 인증 과금 권한

서버(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 AAA)(144) 및 IP 네트워크(122)와 연결된다.

상기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은 회선 망을 통한 음성 서비스 위주의 1, 2세대를 거쳐 3세대까지 진화한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입자들이 광범위한 무선통신 환경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셀룰러 이동통신 망에서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동기식

이동통신 시스템인 CDMA2000 1x EV-DO 시스템에서는 약 2.4Mbps까지의 데이터 전송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CDMA 2000 1x EV-DO 망에서는 ANTS(102)와 ATC(104)를 포함하여 액세스 망(Access Network : AN)이라 칭하

므로, 본 명세서에서도 그와 같이 ANTS와 ANC를 AN이라 칭 한다.

일반적으로 CDMA 2000 1x EV-DO 시스템에서 로밍 가입자가 HN(126)에서 벗어나 타사업자 네트워크(124)에 연결되

면, 이동 단말(100)은 타사업자 네트워크(124)의 AN(103)으로부터 새로운 이동 단말(100)의 유일한 값인 UATI를 할당

받게되어 AN(103)과 이동 단말(100)은 트래픽 터널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이동 단말(100)의 로밍 가입자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면 AN(103)과 PDSN(110)간에 Radio-Packet(R-P) 링크가 설정되고, 이후 이동 단말(100)과

PDSN(110)과 PPP(Point to Point)를 설정한다. PPP설정시 이동 단말(100)은 링크 제어 프로토콜(Link Control

Protocol : LCP)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이동 단말(100)은 서비스 종류 또는 가입자의 형태에 따라 심플 IP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모바일 IP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동 단말이 상기에 언급한 싱글 IP와 모바일 IP를 서비스 받는 경우를 각각 실시 예로 나누어 설명

하도록 하겠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이동 단말(100)로 방문 네트워크(124)와 홈 네트워크(126)간에 심플 IP(Simple IP) 서

비스 가입자에 대한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 흐름도이다.

먼저, 200단계에서 이동 단말(100)과 AN(103)간에 트래픽 채널 셋업을 수행하고, AN(103)은 PDSN(110)과 R-P

(Radio-Packet) 셋 업을 수행한다. 202단계에서 심플 IP(Simple IP)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동 단말(100)이 링크 제어

프로토콜(Link Control Protocol : LCP) 설정을 위해 LCP 설정 요청(LCP Configure_req)메시지를 PDSN(110)으로 전

송한다.

여기서는 상기 이동 단말(100)이 심플 IP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LCP 설정을 위해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ication Protocol)/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을 사용한다. 이때, 이동 단말(100)은 RFC(Request

For Comments) 2486에 정의된 네트워크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 : NAI)를 CHAP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송

한다. 상기 NAI는 User@Domain 형태이며, User는 사용자 식별자로서, 이동 단말(100)의 HN(126)로부터 할당받은 ID

이며, domain은 HN(126)의 도메인 네임으로서, 예를 들어 국내일 경우에는 국내 이동 통신 사업자인 SK Telecom, KTF

(Korea Telecom Freechal)이 될 수 있다.

만일 user 네임이 jung1 이고, 도메인이 SK Telecom, KTF일 경우의 NAI 형태의 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하기와 같을

것이며, 국내 이동 통신 사업자와 타 이동 통신 사업자(124)간에 로밍 협약이 되있다는 가정하에 본 발명이 설명되어야함

은 당연할 것이다.

jung1@sktelecom.com

jung1@ktf.com

204단계에서 PDSN(110)는 상기 수신된 NAI 정보를 보고 유저 네임과 도메인 을 분리하여 도메인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

된 도메인을 근거로 상기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204 단계에서 PDSN(110)은

만일 방문 네트워크(124)의 도메인이 china.com 일 경우에 상기 방문 네트워크(124)에 접속한 상기 이동 단말(100)로부

터 수신한 네트워크 식별자에 포함된 도메인(ktf.com 또는 sktelecom.com)이 상기 방문자 네트워크(124)의 도메인인

china.com 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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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04단계에서 상기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라면, 206단계로 진행하여 일반적인 호 처리절차를

수행할 것이면, 이때 상기 VN(124)는 홈 네트워크로 상기 로밍 서비스 가입자가 아닌 이동 단말에게 홈 네트워크의 역할

을 수행할 것이다. 만일, 상기 204단계에서 PDSN(110)은 상기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라면, 208단계로 진

행하여 VN(124)의 AAA(118)을 거쳐 HN(126)의 AAA(144)에게 상기 이동 단말(100)에게 가입자 정보를 전송한다.

210단계에서 HN(126)의 AAA(144)는 상기 이동 단말(1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212단계에서 HN(126)의 AAA

(144)는 VN(124)의 PDSN(110)으로 HN(126)의 PDSN(142)를 위한 터널링 정보를 전송한다. 214단계에서 VN(124)의

PDSN(110)은 이동 단말(100)로 LCP 설정 응답(LCP Configure_res)메시지를 전송하고, 216단계에서 VN(124)의

PDSN(110)는 HN(126)의 PDSN(142)와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Layer 2 Tunneling Protocol : L2TP), L2F(Layer 2

Forwarding Protocol), VTP(Virtual Tunneling Protocol)을 이용하여 터널을 맺는다. 이때 패킷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IPSec(IP Security)을 통해 터널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상기 216단계에서 터널을 맺은 후, 218단계에서 VN(124)의 PDSN(110)는 HN(126)의 PDSN(142)로 L2TP를 이용하여

PPP 정보를 전송한다. 이때, HN(126)의 PDSN(142)는 자신의 설정된 PPP 정보와 상기 수신된 PPP 정보가 일치되면

220단계로 진행하여 VN(124)의 이동 단말(100)과 IPCP(IP Control Protocol) 교섭을 수행한다. 만일, 상기 218단계에서

HN(126)의 PDSN(142)는 자신의 설정된 PPP 정보와 상기 수신된 PPP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VN(124)의 이동 단말

(100)과 다시 PPP 협상을 수행한다.

상기 220단계에서 HN(126)의 PDSN(142)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IP 풀(Pool)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100)에게 새로운 IP

를 할당한다. 이로써, 222단계에서 PPP 설정이 완료되고, 224단계에서 이동 단말(100)이 전송한 패킷 데이터는 VN(124)

의 PDSN(110)를 거쳐 HN(126)의 PDSN(142)까지 전송된다.

그리고, 226단계에서 HN(126)의 PDSN(142)은 HN(126)의 AAA(144) 및 VN(124)의 AAA(118)로 하여금 데이터 서비

스를 받고 있는 이동 단말(100)에 대한 과금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228단계에서 이동 단말(100)과 HN(126)의 PDSN

(142)간에 사용자 데이터 전송이 종료 되면, 230단계에서 VN(124)의 PDSN(110)과 HN(126)의 PDSN(142)간의 터널링

이 종료 된다. 그리고, 232단계에서 이동 단말(100)의 데이터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HN(126)의 PDSN(142)는 이

동 단말(100)에 대한 과금을 위한 정보를 HN(126)의 AAA(144) 및 VN(124)의 AAA(118)로 전송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124)의 PDSN(110)에서 심플 IP 서비스 가입자에게 로밍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먼저, 300단계에서 PDSN(110)은 AN(103)과의 R-P 세션을 설정하고, 302단계에서 이동 단말(100)과 LCP 세션 설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304단계에서 PDSN(110)은 상기 이동 단말(100)과 LCP 설정을 시작할 때에 이동 단말(100)로부터 NAI를 수신

하였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304단계에서 PDSN(110)이 NAI를 수신하였다면, 306단계에서 PDSN(110)은 상기 이동 단말

(100)이 전송한 NAI를 근거로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때는 이동 단말(100)이 전송

한 NAI 정보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분리하고, 상기 도메인을 보고 로밍 서비스 가입자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상술한 상기 도 2의 202단계와 같다. 상기 306단계에서 PDSN(110)은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

가 아니라면, 308단계로 진행하여 일반적인 호처리를 수행한다.

반면, 상기 306단계에서 PDSN(110)은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라면, 310단계로 진행하여 이동 단말(100)

의 HN(126)의 AAA(144)로 이동 단말(100)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한다. 312단계에서 PDSN(110)은 HN(126)의 AAA

(144)로부터 이동 단말(100)에 대한 가입자 정보 응답을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312단계에서 HN(126)의 AAA(144)는

상기 가입자 정보 응답을 송신할 때 VN(124)의 PDSN(110)이 HN(126)의 PDSN(142)과의 터널링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를 전송한다.

314단계에서 PDSN(110)는 상기 312단계에서 수신한 터널링 정보를 근거로 HN(126)의 PDSN(142)과의 터널링을 설정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124)와 홈 네트워크(126)간에 모바일 IP(Mobile IP) 서비스 가입자에게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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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00단계에서 이동 단말(100)과 AN(103)간에 트래픽 채널 셋업을 수행하고, AN(103)은 PDSN(110)과 R-P

(Radio-Packet) 셋 업을 수행한다. 402단계에서 모바일 IP(Mobile IP)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동 단말(100)이 링크 제어

프로토콜(Link Control Protocol : LCP) 설정을 위해 LCP 설정 요청(LCP Configure_req)메시지를 PDSN(110)으로 전

송한다. 404단계에서 PDSN(110)는 VN(124)의 이동 단말(100)과 IPCP(IP Control Protocol) 교섭을 수행한다음, 406단

계에서 PDSN(110)은 이동 단말(100)과 PPP 설정을 완료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100)의 가입자가 모바일 IP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402단계인 LCP 설정 단계에서 CHAP/

PAP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PDSN(110)은 이동 단말(100)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상기 406단계

에서 이동 단말(100)과 VN(124)의 PDSN(110)와 PPP 설정이 완료된 후 408단계에서 이동 단말(100)은 RFC 2002에 정

의된 모바일 IP 등록 요청(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PDSN(110)으로 전송한다.

410단계에서 PDSN(110)은 상기 모바일 IP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인

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때, 상기 410단계에서 PDSN(11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은 PDSN(110)

이 상기 모바일 IP 등록 요청(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 내의 네트워크 식별자(NAI)의 확장(extension) 필드의 네트

워크 식별자 정보, 즉 user@domain 정보에서 유저 네임과 도메인을 분리한 뒤, 상기 도메인을 근거로 로밍 가입자의 여부

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상기 410단계에서 로밍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PDSN(110)은 412단계로 진행하여 일반적인 모

바일 IP 진행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이동 단말(100)의 가입자가 로밍 가입자라고 판단되면, PDSN(110)은 414단계로 진행하여 HN(126)의 AAA(144)

로 이동 단말(100) 가입자의 정보를 송신하고, 416단계에서 HN(126)의 AAA(144)는 상기 이동 단말(100)에 대한 가입자

인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418단계에서 HN(126)의 AAA(144)는 VN(124)의 PDSN(110)로 이동 단말(100) 가입자가 VN

(124)로 로밍하기전의 HA(140)의 IP 주소를 전송한다.

420단계에서 VN(124)의 PDSN(110)는 HN(126)의 AAA(144)로부터 받은 새로운 HA(140)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IP 세션(Session)을 맺는다. 즉, 상기 420단계에서 VN(124)의 PDSN(110)는 상기 HN(126)의 HA(140)로 이동 단말

(100)에 대한 모바일 IP 등록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HN(126)의 HA(140)은 상기 모바일 IP 등록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HA(140)은 이동 단말(100)에게 동적으로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하거나, 이동 단말

(100)이 전송한 이동 단말(100)의 IP 주소에 대해 확인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420단계에서 이동 단말(100)과 HN(126)의 PDSN(142)간의 모바일 IP 세션이 설정되면, 이를 통해 422단계에서 이

동 단말(100)은 VN(124)의 PDSN(110)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고, VN(124)의 PDSN(110)과 HN(126)의 HA(140)은

IPSec(IP Security)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이동 단말(100)이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

424단계에서 VN(124)의 PDSN(110)은 VN(124)의 AAA(118) 및 HN(142)의 AAA(144)로 과금 시작을 요청한다. 그리

고, 426단계에서 사용자 데이터 송수신이 종료되면, 428단계에서 VN(124)의 PDSN(110)은 VN(124)의 AAA(118) 및

HN(142)의 AAA(144)로 과금 종료를 요청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124)의 PDSN(110)에서 모바일 IP 서비스 가입자에게 로밍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순서도이다.

먼저, 500단계에서 VN(124)의 PDSN(110)는 AN(103)과 R-P 세션을 설정하고, 502단계에서 이동 단말(100)과 LCP 세

션을 설정한다. 그리고, 504단계에서 이동 단말(100)과 IPCP를 설정함으로써, PPP 설정을 완료한다.

506단계에서 PDSN(110)는 이동 단말(100)로부터 모바일 IP 등록 요청 메시지가 왔는지 검사하고, 모바일 IP 등록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면, 508단계로 진행하여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상기 508단계

의 검사결과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라면, 510단게로 진행하여 일반적인 호 처리 동작을 수행한다.

반면, 상기 508단계의 검사 결과 이동 단말(100)이 로밍 서비스 가입자라면, PDSN(110)는 512단계로 진행하여 HN(126)

의 AAA(144)로 이동 단말(100)의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514단계에서 PDSN(110)는 HN(126)의 HA(140)단

계와 모바일 IP 세션을 설정하고, 516단계에서 PDSN(110)은 IPSec를 통해 이동 단말(100) 및 HN(126)의 HA(140)과 테

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며, 518단계에서 VN(124)의 AAA(118) 및 HN(126)의 AAA(144)로 과금 시작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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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CDMA 2000 1x EV-DO 시스템 간의 로밍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나, CDMA 2000 1x 와

CDMA 2000 1x 및 CDMA 2000 1x 와 CDMA 2000 1x EV-DO 시스템 간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CDMA 이동 통신 가입자가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홈 네트워크로부터 무선 데이터 서비스

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사항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홈 네트워크에 서부터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단말 가입자는 타 사업자 망에 연결되더라도 과금에 대한 정보를 홈 네트워크으로 전

송함으로써 통합적인 과금 내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로밍 서비스 가입자가 홈 네트워크에서 방문 네트워크로 로밍을 하더라도 홈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프로파일을 방

문 네트워크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방문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 사이에 구비된 CDMA 2000 1x EV-DO 시스템의 일반적

인 망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이동 단말로 방문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간에 심플 IP(Simple IP) 서비스 가입자에 대

한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의 PDSN에서 심플 IP 서비스 가입자에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

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간에 모바일 IP(Mobile IP) 서비스 가입자에게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의 PDSN에서 모바일 IP 서비스 가입자에게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서

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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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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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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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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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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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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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등록특허 10-0678151

- 21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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