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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단말기의 착신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으로서의 IMT-2000 통신망에 있어서, 향후 도입 예정인 올
-아이피(All-IP) 서비스의 가입자가 각종의 이유, 예를 들어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MS)이 지원되지 않는 서킷망
(CS)으로 로밍 시 등의 이유로 인해, 하위망인 해당 서킷망에만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 그 가입자로의 패킷
기반 착신 호가 해당 서킷망을 통해 안전하게 착신 완료되도록 하기 위한,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임의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착신 호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요구 호의 착신 인식자 종류를 판별하고, 상기 판별된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를 탐색하며,
상기 탐색 결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착신 인식자에 대한 로밍 정보가 있는 가를 탐색한 후, 상기 로밍 정보가
탐색되면, 그 로밍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를 해당 로밍된 망 기반의 착신 인식자로 변경하
여 상기 요구된 착신 호의 처리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2
색인어
IMT-2000, 올-아이피 서비스, 패킷망, 서킷망, 착신 인식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착신 방법이 적용되는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 즉, 홈 망(Home Network)의 주요부 구성 블
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
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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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요구 호 상태 제어부 20 : 홈 가입자 서버
30 : 분기 게이트웨이 제어부 40 :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부
50 : 관문 교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으로서의 IMT-2000 통신망에 있어서, 향후 도입 예정인
올-아이피(All-IP) 서비스의 가입자가 각종의 이유, 예를 들어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P Multimedia Subsystem
)이 지원되지 않는 서킷망(Circuit Switched Network)으로 로밍 시 등의 이유로 인해, 하위망인 해당 서킷망에만 등
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 그 가입자로의 패킷기반 착신 호가 해당 서킷망을 통해 안전하게 착신 완료되도록 하
기 위한,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향후,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서의 IMT-2000 망에서 All-IP 도메인인 아이피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P Multi
media Subsystem : 이하 IMS)이 도입되게 되면, 이 All-IP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가 나타나고, 이들에게는 기
존의 이동 단말기 착신 전화 번호인 E.164계열의 MSISDN 이외에 All-IP 도메인내에서 착신을 가능케 하는 세션 개
시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이하 SIP)에 기반한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션(Uniform Resource Locatio
n : 이하 URL) 주소가 할 당되게 된다.
따라서, 이 All-IP 가입자가 서킷망의 도메인과 All-IP 도메인 모두에 등록되어 있다면 MSISDN 및 SIP URL 주소에
의한 착신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입자가 로밍(roaming)한 망이 All-IP 도메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단지 서킷망의 도메인만을 지원한다면
이 가입자는 단지 서킷망의 도메인에만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때 이 가입자와 통화를 원하는 발
신인이 평소와 같이 SIP URL을 이용하여 호를 발신한다면 이 가입자가 로밍한 서킷망은 SIP URL 착신주소를 인식
하지 못하므로 호 설정이 불가능하고 이 호는 최종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호 처리 방
법에 있어서, 서킷망의 도메인과 All-IP 도메인 모두에 등록가능한 가입자가 각종의 이유로 서킷망의 도메인에만 등
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그 가입자로의 패킷기반 착신 호가 해당 서킷망을 통해 안전하게 착신 완료되도록
하기 위한,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 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
의 착신 방법의 일예는,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의 가입자 중, 서킷 기반 착신 번호와 패킷 기반
착신 주소 등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사용가능한 가입자단말기가 어느 특정 망 기반의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서비스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다른 망 기반 착신호의 발생 시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단말기로
부터 상기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착신 호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요구 호의 착신 인식자 종류를 판별하는 제 1 단계
; 상기 판별된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를 탐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탐색 결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착
신 인식자에 연계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를 탐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가 탐색되면,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를 상기 등록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로 변경하여 상기 요구
된 착신 호의 처리를 수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착신 인식자는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 및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를 포함하되,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
식자는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이고, 상기 등록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는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인 것을 특징
으로하며, 특히 상기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MSISDN이고, 상기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SIP URL 주소인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
의 착신 방법의 다른 예는,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의 가입자 중, 서킷 기반 착신 번호와 패킷 기
반 착신 주소 등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사용가능한 가입자 단말기가 어느 특정 망 기반의 망으로 로밍하여 그 망의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서비스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다른 망 기반 착신호의 발생 시 호 처리 방
법에 있어서, 임의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착신 호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요구 호의 착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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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종류를 판별하는 제 1 단계; 상기 판별된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를 탐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탐색 결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착신 인식자에 대한 로밍 정보가 있는 가를 탐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로밍 정보가 탐
색되면, 그 로밍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를 해당 로밍된 망 기반의 착신 인식자로 변경하여
상기 요구된 착신 호의 처리를 수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는 패킷 기반 착신 인식자이고, 상기 로밍된 망 기반의 착신 인식자는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로 하되, 상기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SIP URL 주소이고, 상기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MSISDN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된 바와같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은 IMT-2000 All-IP 가입자가 서킷망에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
에서 이 가입자의 SIP URL 착신번을 이용한 착신 호 요청시 이를 최종 라우팅되어 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에 대한 발명이며 그 메커니즘의 특징에 대해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의 전제 조건은, 가입자는 서킷망 서비스 및 패킷망의 All-IP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고, 서빙망(방문방
또는 로밍망이라 칭 함)이 PS/IMS 도메인(이는 All-IP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메인으로서, 이하 패킷망 도메인이라 칭
함)과 서킷망의 도메인을 모두 지원하나, 가입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단지 서킷망의 도메인에만 등록하여 있는 상태이
거나, 또는 서빙망이 패킷망 도메인을 지원하지 못하여 가입자는 단지 서킷망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을 기
본 조건으로 한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 하에서, 해당 가입자의 서킷 도메인 등록시 등록 정보는 홈 가입자 서버인(HSS)에 전달되고, 이
때 홈 가입자 서버는 가입자 위치 정보관리 기능에 의해 현재 이 All-IP 가입자는 서킷 도메인에만 등록된 상태로서
단지 이 서킷 도메인으로만 착신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게 된다. 또한, 로밍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밍계약 체결시 수집
된 정보에 따라 이 가입자가 현재 로밍하고 있는 망은 All-IP 도메인인 IMS 를 지원하지 않는 망이라는 것을 자동으
로 알 수 있다.
이때, 이 All-IP 가입자에게 SIP URL 착신번을 이용한 착신을 원하는 통화가 시도된다면 여느 모바일 착신호의 경우
처럼 요구 호 상태 제어부(I-CSCF)의 기능 요소가 홈 가입자 서버에 접속하여 가입자의 위치를 조회할 때, 홈 가입자
서버는 현재 가입자의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SIP URL 착신요청이 들어왔어도 자동으로 TEL URL형태인 그 가입자
의 MSISDN번호로 번호번역을 하여 I-CSCF로 응답한다. 이 매핑 메커니즘은 HSS가 관리하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DB)내의 식별번호 테이블을 참조하여 SIP URL을 MSISDN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 응답 메시지를 받은 I-CSC
F는 SIP메시지내의 착신번호를 기존 SIP URL번호에서 새로이 부여받은 TEL URL번호로 바꾸어 이후 라우팅이 되
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SIP URL로 착신요청이 들어왔지만 HSS가 중간에서 TEL URL로 번호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록 가입자는 서킷 도메인으로 로밍한 상태에서도 착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
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착신 방법이 적용되는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 즉, 홈 망(Home Network)의 주요부 구성 블
록도이다.
도 1을 보면, 가입자 단말기로의 착신 호 발생 시 접속점으로서 임의 단말기로부터 호 요구 시 그 요구 호의 내용에
대한 등록과 세션 플로우(session flow) 등을 제어하는 요구 호 상태 제어부(Interrogating Call State Control Funct
ion : 이하 I-CSCF)(10);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서 상기 I-CSCF(10)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홈
가입자 서버(Home Subscriber Server : 이하 HSS)(20); 상기 I-CSCF(10)로부터 전송된 요구 호의 종류에 따라 그
요구 호의 전송로를 결정하는 분기 게이트웨이 제어부(Breakout Gateway Control Function : 이하 BGCF)(30); 상
기 BGCF(30)로부터 분기되어 전송된 요구 호를 외부의 공중 유선 통신망(PSTN)으로 전송 제어하고 이에 대한 역
과정을 처리하거나, 그 요구 호에 대한 호 교환 및/또는 타종류의 통신망과의 관문 기능을 수행하는 관문교환기(Gate
way MSC)(50)에게 전송 제어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부(Media Gateway Control Function : 이하 MGCF)(40)
; 및 를 구비하고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
법을 설명하는 흐름도로서,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으로서의 도 1의 홈 망의 가입자 중, 서킷 기
반 착신 번호로서의 MSISDN 과 패킷 기반 착신 주소로서의 SIP ULR 주소를 자신의 착신 인식자로 사용가능한 가입
자 단말기가 서킷망(예컨대, PSTN)으로 로밍하여 그 망의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서비스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가
입자 단말기로의 패킷망(예컨대, IMT-2000의 All-IP) 기반 착신 호(즉, SIP ULR 주소로의 착신 호)의 발생 시 호 처
리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먼저, 임의의 단말기로부터 해당 가입자 단말기의 착신 인식자 중 하나인 SIP URL 주소에 의한 착신 호 요구가 있으
면, 그 요구 호 메시지는 상기 I-CSCF(10)로 전송된다(S201).
상기 I-CSCF(10)는 상기 도달된 요구 호 메시지가 SIP URL 주소로의 착신 호 임을 인지하고, 그 SIP URL 주소에
대한 위치 등록 정보를 상기 HSS(20)에게 요구한다(S202).
상기 HSS(20)는 그 요구에 따라 해당 SIP URL 주소의 위치 등록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 결과 해당 SIP URL이 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그 SIP URL에 연계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 또는 그 SIP URL에 대한 로밍 정보가 기록되어 있
는가를 판단하는 바,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현재 서킷망으로 로밍하여 그 망 의 도메인에만 자신의
MSISDN으로 등록되어 서비스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와 같은 로밍 정보(즉, 상기 BGCF(30)의 주소가 포함된 로밍
망 정보와 MSISDN 정보 등)는 로밍 계약 체결 시 수집된 정보에 따라 상기 해당 SIP URL에 연계되어 기록되어 있으
므로, 상기 HSS(20)는 상기 로밍 정보를 탐색한 후, 그 탐색된 로밍 정보를 상기 I-CSCF(10)에게로 제공한다(S203).
상기 I-CSCF(10)는 상기 제공된 로밍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요구 호의 상기 SIP URL 주소를 해당 MSISDN으로 변
경하고 이와 같이 착신 인식자 변경된 요구 호 메시지를 상기 BGCF(30)로 전송한다(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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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BGCF(30)는 상기 I-CSCF(10)로부터 전달받은 그 요구 호 메시지가 MSISDN으로 등록된 가입자 단말기로의
착신 호임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근거하여 전송로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상기 요구 호 메시지를 해당 MGCF(40
)에게로 전송한다(S205).
상기 MGCF(40)는 상기 BGCF(30)로부터 전달받은 그 요구 호 메시지에 의도된 바에 따라 미디어 플로우의 서브셋(
subset)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션 설명 프로토콜(Session Discription Protocol : 이하 SDP) 메시지를 상기 I-CS
CF(10)를 통해 상기 발신자 단말기 측으로 전송하여 응답한다(S206,S207).
상기 해당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최종적인 SDP 메시지가 상기 I-CSCF(10)에 전송되면(S208), 상기 I-CSCF(10)는
그 최종 SDP 메시지를 상기 MGCF(40)로 전송하고(S209), 상기 MGCF(40)는 그 최종 SDP 메시지에 근거하여 자원
을 할당한 후(S210), 시그널링을 위한 메시지로서 IP 기반 이니셜 어드레스 메시지(Initial Address Message : IP-I
AM)를 상기 서킷망의 해당 도메인으로 보낸다(S211).
이어, 상기 MGCF(40)는 상기 서킷망의 도메인으로부터 IP 기반 어드레스 완료 메시지(Address Complete Message
: IP-ACM)가 수신되면(S212), 이에 근거하여 SIP 기반 임시 메시지(즉, 착신 대기중 임을 알리는 링 신호)를 상기 ICSCF(10)를 통해 상기 발신자 단말기 측으로 전송하여, 그 발신자 단말기에게 상기 가입자 착신 단말기가 착신 대기
중임을 알린다(S213,S214).
이후, 상기 MGCF(40)는 상기 서킷망의 도메인으로부터 착신 했음을 알리는 IP 기반 착신 응답 메시지(Answer Mes
sage : IP-ANM)가 수신되면(S215), 이에 근거하여 상기 MGCF(40)는 착/발신자 간의 양방향 미디어 플로우를 시작
한다(S216).
이어, 상기 MGCF(40)는 양방향 미디어 플로우의 시작을 알리는 SIP 기반의 최종 응답 메시지를 상기 I-CSCF(10)를
통해 상기 발신자 단말기측으로 전송하고(S217,S218), 이에 대응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인지(ACK)
메시지를 상기 I-CSCF(10)를 통해 받음으로서 상기 요구 호에 대한 착신이 완료된다(S219,S220).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으로서 도 1의 홈 망의 가입자 중, 서
킷 기반 착신 번호로서의 MSISN 과 패킷 기반 착신 주소로서의 SIP URL 주소를 자신의 착신 인식자를 사용가능한
가입자 단말기가, 어떤 이유에서든 서킷망의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서비스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
의 패킷망 기반 착신 호(즉, SIP ULR 주소로의 착신 호) 의 발생 시 호처리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의의 단말기로부터 해당 가입자 단말기의 착신 인식자 중 하나인 SIP URL 주소에 의한 착신 호 요구가 있으
면, 그 요구 호 메시지는 상기 I-CSCF(10)로 전송되고, 상기 I-CSCF(10)는 상기 도달된 요구 호 메시지가 SIP URL
주소로의 착신 호 임을 인지한 후, 그 SIP URL 주소에 대한 위치 등록 정보를 상기 HSS(20)에게 요구하는 바, 이와
같은 과정은 도 2의 상기 단계 S201 내지 S203의 과정과 동일하다.
상기 HSS(20)는 상기 I-CSCF(10)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해당 SIP URL 주소의 위치 등록 정보를 탐색하고, 탐색 결
과 해당 SIP URL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SIP URL에 연계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가를 판단
하는 바,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서킷망의 도메인에만 자신의 MSISDN으로 등록되어 서비스 받고 있
는 상태이고, 그 해당 MSISDN은 상기 SIP URL과 연계되어 상기 HSS(20)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기 HSS(20)는 상
기 MSISDN을 탐색하여 그 탐색된 정보를 상기 I-CSCF(10)에게로 제공하는 바, 이와 같은 과정은 도 2의 상기 단계
S203과 차이나는 과정이며, 이후의 과정은 도 2의 상기 단계 S204 내지 S220의 과정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
은 생략토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에 의하면, 서킷망의 도메인과 All-IP 도메인 모두에 등록가능한 가입자가 각종의 이유로 서킷망의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그 가입자로의 패킷기반 착신 호가 해당 서킷망을 통해 안전하게 착신 완료되도록
하므로서,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단말기가 어느 하나의 인식자로만 등록되어 있을 때 다른 착신 인식자로의
착신 호가 발생하더라도 그 착신 호에 대한 호 설정을 완벽히 수행하여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창
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의 가입자 중, 서킷 기반 착신 번호와 패킷 기반 착신 주소 등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사용가능한 가입자 단말기가 어느 특정 망 기반의 망으로 로밍하여 그 망의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서비
스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다른 망 기반 착신호의 발생 시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착신 호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요구 호의 착신 인식자 종류를 판
별하는 제 1 단계;
상기 판별된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를 탐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탐색 결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착신 인식자에 대한 로밍 정보가 있는 가를 탐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로밍 정보가 탐색되면, 그 로밍 정보에 근거하여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를 해당 로밍된 망 기반의 착
신 인식자로 변경하여 상기 요구된 착신 호의 처리를 수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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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는 패킷 기반 착신 인식자이고, 상기 로밍된 망 기반의 착신 인식자는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SIP URL 주소이고, 상기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MSISDN 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

청구항 4.
패킷 및 서킷 통신 모두 가능한 차세대 통신망의 가입자 중,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와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 등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사용가능한 가입자 단말기가 어느 특정 망 기반의 도메인에만 등록되어 서비스받고 있는 상
태에서,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다른 망 기반 착신호의 발생 시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해당 가입자 단말기로의 착신 호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 요구 호의 착신 인식자 종류를 판
별하는 제 1 단계;
상기 판별된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를 탐색하는 제 2 단계;
상기 탐색 결과,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착신 인식자에 연계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가 등록되어 있는 가를 탐
색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가 탐색되면,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를 상기 등록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
로 변경하여 상기 요구된 착신 호의 처리를 수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인식자의 종류는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 및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호의 최초 착신 인식자는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이고, 상기 등록된 다른 종류의 착신 인식자는 서킷망 기
반 착신 인식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

청구항 7.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MSISDN 이고, 상기 패킷망 기반 착신 인식자는 SIP URL 주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복수개의 착신 인식자를 가진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 단말기의 착신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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