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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공중이동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과 연동하는 사설 무선망에서도 대화형 SMS(Shor

t Message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본 발명의 대화형 SMS 시스템은, 이동국(MS: Mobile Stat

ion)으로 부터 사설 기지국(pBTS: private Base Transceiver Station)을 통해 대화형 SMS 요구가 있는 경우 초기 

발신 메시지의 목적지 어드레스에 따라 사설 이동 교환국(pMSC: private Mobile Switching Center)을 통해 사설 무

선망으로 라우팅하거나 PLMN의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를 통해 PLMN으로 라우팅하는 사설

기지국 제어기(pBSC: private Base Station Controller)와, pMSC에 연결되는 사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pSMS

C: private Short Message Service Center)와, pSMSC와 통신하여 pBSC의 사설 무선망으로의 라우팅에 따라 MS

에 대화형 SMS를 제공하는 대화형 SMS 서버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Short Message Service).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공중이동통신망과 사설 무선망 연동 서비스 시스

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사설 기지국 제어기의 라우팅 처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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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중이동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과 사설 무선망을 연동(interworking)한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화형(interactive)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설 무선망은 PLMN과 상호 연동이 불가능하였으며, 각각의 망 가입자는 자신이 등록된 망에서만 이동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이동통신단말, 즉 이동국(MS: Mobile Station)으로서 PL

MN과 사설 무선망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PLMN과 사설 무선망을 연동한 서비스 시스

템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2001년 2월 5일자로 공개된 국내 특허공개번호 특2001-993

2호 "이동통신망과 사설교환망간의 내선 단말기 착신호 처리방법", 2001년 3월 5일자로 공개된 국내 특허공개번호 

특2001-16835호 "이동통신망과 사설무선망간의 이동 단말기 착신호 처리방법"에 개시되어 있다.

한편 이동통신에서는 대화형 서버를 이용하여 MS에 각종 부가 정보를 대화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대화형 SMS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화형 SMS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2001년 2월 5일자로 공개된 국내 특허공개번호 특20

01-8805호 "무선 이동 단말을 이용한 대화형 서비스 방법"에 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동영상, 텍스트 정보(예를 

들면, 주식시세 정보, 철도 승차권(또는 승차권 예약) 정보, 항공 승차권(또는 승차권 예약) 정보, 호텔 관련 정보, 스

포츠 경기(경기 관람권 예약 정보 등) 등과 같은 각종 부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은 대화형 SMS는 PLMN에서는 제공되어 왔으나, 사설 무선망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설 무선망에서는 MS의 대화형 SMS 요구가 있는 경우에 PLMN으로 라우팅(routing)을 하여 MS가 PLMN을 통한 

대화형 SMS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할 뿐이었다.

그러나 사설 무선망에서도 사설 무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내의 특성에 따른 콘텐츠(contents)를 대화형 SMS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MS 사용자가 PLMN을 통한 대화형 SMS를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사설

무선망에서 대화형 SMS를 사설 무선망에 등록된 MS에 한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설 무선망에서도 대화형 SMS를 제공할 수 있는 대화형 SMS 시스템과 그를 위한 라우팅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대화형 SMS 시스템은, PLMN과 연동되어 MS에 공중이동통신 서비스와 사

설 무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무선망에 있어서, MS로 부터 사설 기지국(pBTS: private Base Transceiver Sta

tion)을 통해 대화형 SMS 요구가 있는 경우 초기 발신 메시지의 목적지 어드레스에 따라 사설 이동 교환국(pMSC: pr

ivate Mobile Switching Center)을 통해 사설 무선망으로 라우팅하거나 PLMN의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를 통해 PLMN으로 라우팅하는 사설 기지국 제어기(pBSC: private Base Station Controller)와, pMSC

에 연결되는 사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pSMSC: private Short Message Service Center)와, pSMSC와 통신하

여 pBSC의 사설 무선망으로의 라우팅에 따라 MS에 대화형 SMS를 제공하는 대화형 SMS 서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대화형 SMS를 위한 라우팅방법은, pBSC가 MS로 부터 pBTS를 통해 

대화형 SMS 요구가 있는 경우 사설 무선망에 등록된 MS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사설 무선망에 등록되지 않은

MS인 경우에는 PLMN의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를 통해 PLMN으로 라우팅하는 과정과, 사

설 무선망에 등록된 MS인 경우에는 초기 발신 메시지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분석하는 과정과, 목적지 어드레스에 사

설용 프리픽스(prefi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pMSC를 통해 사설 무선망으로 라우팅하는 과정과, 목적지 어드레

스에 공중용 프리픽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PLMN의 BSC를 통해 PLMN으로 라우팅하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화형 SMS를 위한 PLMN과 사설 무선망 연동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를 보인 것으

로, 사설 무선망(102)이 통상적인 PLMN(100)과 연동됨과 아울러 본 발명에 따라 대화형 SMS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

성을 보인 것이다. PLMN(100)은 통상적으로 이동 교환국(MSC: Mobile Switching Center)(104)과, MSC(104)에 

연결되는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106)와, BSC(106)에 연결되는 기지국(BTS: Base Transc

eiver Station)(108)으로 구성되어 MS(110)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MSC(104)에는 홈 위치 등록기 / 

방문자 위치 등록기(HLR/VLR: Home Location Register / Visitor Location Register)(112)가 연결되고, SMS를 제

공하는 SMS 센터(SMSC: SMS Center)(114)가 연결되며, SMSC(114)에는 대화형 SMS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을 탑재한 대화형 SMS 서버(116)가 연결되어 MS들(110,124)에 대화형 SMS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지된 바와 같이 

PLMN(100)내에서 MSC(104), BSC(106), BTS(108)는 각각 다수개가 포함되나, 도 1에서는 편의상 하나씩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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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은 PLMN(100)에 연동되는 사설 무선망(102)은 구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인 사설 홈

위치 등록기(pHLR: private Home Location Register)(126)와 연결되는 사설 이동 교환국(pMSC: private Mobile S

witching Center)(118)과, pMSC(118)에 연결되는 사설 기지국 제어기(pBSC: private Base Station Controller)(1

20)와, pBSC(120)에 연결되는 사설 기지국(pBTS: private Base Transceiver Station)(122)을 구비하여, 사설 무선

망(102)과 PLMN(100)에 가입된 MS(124)에게 PLMN(100)과 사설 무선망(102)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한 pMSC(104)에는 SMS를 제공하기 위한 사설 SMS 센터(pSMSC: private SMS Center)(128)가 연결되며, p

SMSC(128)에는 대화형 SMS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대화형 SMS 서버(130)가 연결되어 MS(124)에 사설 무선망(1

02)에서의 대화형 SMS를 제공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사설 무선망(102)에서 대화형 SMS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MS(124)가 SMS를 받기 위해 pBTS(122

)를 통해 pBSC(120)로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data burst message)에 대해서 PLMN(100)과 사설 무

선망(102)으로 구분되게 라우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화형 SMS 메시지의 라우팅은 pBSC(120)에 의해 이루

어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pBSC(120)에 구비되어 pBTS(122)으로부터 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라우팅을 담당하

는 블럭인 BTMR(BTS Message Router)에 의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pBSC(120)의 BTMR

은 PLMN(100)의 BSC(106)와 연동하며, MS(124)에 대한 무선 호에 대하여 PLMN(100)과 사설 무선망(102)로의 

라우팅을 수행하여 무선 호가 PLMN(100) 호인 경우는 BSC(106)를 통해 PLMN(100)으로 라우팅을 하고 사설 무선

망(102) 호에 대하여는 pMSC(118)로 라우팅을 한다.

이제 MS(124)의 대화형 SMS 요구에 대한 상기한 pBSC(120)의 라우팅 처리를 (200)∼(214)단계로 보인 도 2를 참

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라우팅 처리를 설명한다. MS(124)가 SMS를 요구하는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를 사설

무선망(102)의 pBTS(122)로 발신하면 pBSC(120)은 (200)단계에서 MS(124)로 부터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를 수신

하게 된다. 그러면 (202)단계에서 해당 MS(124)가 사설 무선망(102)에 등록되어 있는 MS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

일 MS(124)가 사설 무선망(102)에 등록되지 않은 MS라면 (214)단계에서 BSC(106)를 통해 PLMN(100)으로 라우

팅한다. 이와 달리 MS(124)가 사설 무선망(102)에 등록된 MS라면 (204)단계에서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내의 IS-637

-A 포맷에서 텔레서비스 ID를 확인한다.

참고적으로 SMS는 IS-95B나 IS-95C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SMS의 어플리케이션 계층(application layer)인 텔레

서비스 계층(teleservice layer)은 IS-637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PLMN(100)에 있어서 BSC(106) 및 MSC(104)에

서는 IS-637 프로토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위로 전달하는 기능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 금까지의 사

설 무선망(102)에서도 pBSC(120)에서는 MS(124)의 대화형 SMS 요구에 대하여 PLMN(100)의 BSC(106)로만 라

우팅을 하여 왔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서는 pBSC(120)가 텔레서비스 ID를 확인하여 일반 SMS를 나타내는 텔레서비스 ID인 경우에

는 상기한 (214)단계를 수행하지만, 대화형 SMS를 나타내는 텔레서비스 ID인 경우에는 (206)단계에서 IS-637-A 

포맷에 따른 목적지 어드레스를 분석한다.

초기 발신 메시지인 경우에 상기한 목적지 어드레스에는 MS(124)의 사용자가 입력한 연결 번호가 포맷되어 있게 되

므로 사용자가 PLMN(100)과 사설 무선망(102)을 구분하여 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PLMN(100)에 대한 

대화형 SMS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중용 프리픽스로서 "* + 숫자", 즉 "*"과 미리 규정된 번호의 "숫자"를 입력하도록

하고, 사설 무선망(102)에 대한 대화형 SMS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설용 프리픽스로서 "#"을 입력하도록 한다.

상기한 (206)단계에서 목적지 어드레스에 사설용 프리픽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8)단계에서 pHLR(126)에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session)중 상태를 등록하고, (210)단계에서 pMSC(118)를 통해 사설 무선망(102)으

로 라우팅한다. 이에따라 MS(124)는 사설 무선망(102)의 대화형 SMS 서버(130)를 통해 대화형 SMS를 제공받게 된

다. 이와 달리 상기한 (206)단계에서 목적지 어드레스에 공중용 프리픽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12)단계에서 

pHLR(126)에서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중 상태를 해제하고, (214)단계에서 PLMN(100)의 BSC(106)를 통해 

PLMN(100)으로 라우팅한다. 이에따라 MS(124)는 PLMN(100)의 대화형 SMS 서버(116) 를 통해 대화형 SMS를 제

공받게 된다.

한편 대화형 SMS의 초기 발신 이후는 MS(124)와 대화형 SMS 서버(116 또는 130)의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형 SMS 세션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pBSC(120)의 BTMR의 어플리

케이션 레벨에서 상세한 정보를 가지지 않으면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없다. 이는 대화형 SMS의 초기 발신 메시지인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목적지 어드레스에 사설용 프리픽스나 공중용 프리픽스가 포함되게 되지만, 이후의 메시

지에서는 사설용 프리픽스나 공중용 프리픽스가 포함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S(124)가 대화형 SMS 초기 발신시에 상기한 (208)단계에서 pHLR(126)에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임을 등록하거나 상기한 (212)단계에서 pHLR(126)에서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을 해제하여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 여부를 표시하고, 이후부터는 MS(124)로부터 수신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pHLR(

126)에 이와 같이 표시하는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 여부를 참조하여 메시지를 라우팅한다.

이를 위해 통상적인 pHLR(126)의 가입자 정보에 하기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S 세션 필드 "SMS_Session"를 

추가하고,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 여부를 표시한다. 하기 표 1은 SMS 세션 필드 "SMS_Session"가 사설 무

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 상태의 등록을 의미하는 "ON" 값이 저장된 것을 나타내며, 하기 표 2는 SMS 세션 필드 "S

MS_Session"에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 상태의 해제를 의미하는 "OFF"값이 저장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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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필드 값

MS_Tel 1200

MS_Min 0162001200

·

·

·

·

·

·

ESN_Number BB4567AA

Name 홍길동

·

·

·

·

·

·

SMS_Session ON

·

·

·

·

·

·

[표 2]

필드 값

MS_Tel 1200

MS_Min 0162001200

·

·

·

·

·

·

ESN_Number BB4567AA

Name 홍길동

·

·

·

·

·

·

SMS_Session OFF

·

·

·

·

·

·

만일 대화형 SMS 초기 발신이 아닌 경우에 상기한 (206)단계에서 목적지 어드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공중용 프리픽

스나 사설용 프리픽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216)단계로 진행하여 pHLR(126)에서 사설 무선망 대화형 S

MS 세션 중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상기한 표 1과 같이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이라면 상기한 (210)단계에

서 pMSC(118)를 통해 사설 무선망(102)으로 라우팅한다. 이에따라 MS(124)는 사설 무선망(102)의 대화형 SMS 서

버(130)를 통해 계속적으로 대화형 SMS를 제공받게 된다. 이와 달리 상기한 표 2와 같이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이 아니라면 상기한 (214)단계에서 PLMN(100)의 BSC(106)를 통해 PLMN(100)으로 라우팅한다. 이에따라 

MS(124)는 PLMN(100)의 대화형 SMS 서버(116)를 통해 계속적으로 대화형 SMS를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PLMN(100)뿐만아니라 사설 무선망(102)에서도 대화형 SMS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는 사설 무선망

(102)의 대화형 SMS 서버(130)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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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설 무선망에서도 대화형 SMS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는 PLMN뿐만아니라 사

설 무선망에서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사설 무선망에 등록된 MS에 

한해서는 사설 무선망에서 제공하는 대화형 SMS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없이 대화형 S

MS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중이동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과 연동되어 이동국(MS: Mobile Station)에 공중이동통신 서

비스와 사설 무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무선망에 있어서,

상기 MS로 부터 사설 기지국(pBTS: private Base Transceiver Station)을 통해 대화형 SMS 요구가 있는 경우 초기

발신 메시지의 목적지 어드레스에 따라 사설 이동 교환국(pMSC: private Mobile Switching Center)을 통해 상기 사

설 무선망으로 라우팅하거나 상기 PLMN의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를 통해 상기 PLMN으로 

라우팅하는 사설 기지국 제어기(pBSC: private Base Station Controller)와,

상기 pMSC에 연결되는 사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pSMSC: private Short Message Service Center)와,

상기 pSMSC와 통신하여 상기 pBSC의 상기 사설 무선망으로의 라우팅에 따라 상기 MS에 대화형 단문 메시지 서비

스(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하는 대화형 SMS 서버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대화형 SMS 시스템.

청구항 2.
공중이동통신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과 연동되며, 사설 기지국(pBTS: private Base Transceiver

Station)과, 상기 pBTS에 연결되는 사설 기지 국 제어기(pBSC: private Base Station Controller)와, 상기 pBSC에 

연결되는 사설 이동 교환국(pMSC: private Mobile Switching Center)과, 상기 pMSC에 연결되는 사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pSMSC: private Short Message Service Center)와, 상기 pSMSC에 연결되며 이동국(MS: Mobile Sta

tion)에 대화형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대화형 SMS 서버를 구비하는 

사설 무선망에 있어서,

상기 pBSC가 상기 MS로 부터 상기 pBTS를 통해 대화형 SMS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사설 무선망에 등록된 MS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사설 무선망에 등록되지 않은 MS인 경우에는 상기 PLMN의 기지국 제어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를 

통해 상기 PLMN으로 라우팅하는 과정과,

상기 사설 무선망에 등록된 MS인 경우에는 초기 발신 메시지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분석하는 과정과,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에 사설용 프리픽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pMSC를 통해 상기 사설 무선망으로 라우

팅하는 과정과,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에 공중용 프리픽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PLMN의 BSC를 통해 상기 PLMN으로 라

우팅하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대화형 SMS를 위한 라우팅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설 무선망 라우팅 과정이, 상기 pMSC에 연결되는 사설 홈 위치 등록기(pHLR: private Home Location Regi

ster)에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중 상태를 등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PLMN 라우팅 과정이, 상기 pHLR에서 상기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중 상태를 해제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대화형 SMS를 위한 라우팅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에 프리픽스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pHLR에서 상기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 여부를 확

인하는 과정과,

상기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인 경우에는 상기 사설 무선망으로 라우팅하는 과정과,

상기 사설 무선망 대화형 SMS 세션 중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PLMN으로 라우팅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대화형 SMS를 위한 라우팅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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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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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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