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12/66 (2006.01)

     H04L 12/46 (2006.01)

     H04L 12/2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6월04일

10-0725008

2007년05월28일

(21) 출원번호 10-2005-0079003 (65) 공개번호 10-2007-0024251

(22) 출원일자 2005년08월26일 (43) 공개일자 2007년03월02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8월26일

(73) 특허권자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72) 발명자 우대식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112번지 403호

박성수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2-11번지 롯데캐슬 102동 805호

이동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1 이매촌 진흥 809-1101

김성근

서울 양천구 목6동 목동6단지아파트 601동 201호

오세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1차아파트 9-1202

이명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64번지 현대그린아파트 1605호

(74) 대리인 남상선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50031987

KR1020060070246

KR1020050023116

심사관 : 이정수

전체 청구항 수 : 총 14 항

(54)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등록특허 10-0725008

- 1 -



본 발명에서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 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이동통

신망 간에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은, 일정한 지역에서 이동통신 단말기가 무선으로 데이터 패킷을 초고속

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이동통신망의 공중 인터넷과 연동하는 휴대 인터넷망 및 이동통신 단말기가 전송 중인 데이터 통신

이 끊기지 않고 핸드오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동 서비스에서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하고,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

이스 또는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와 형성된 터널링을 통하여 망간의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망간 연동장

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이 연동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망간 연동장치를 구비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휴대 인터넷의 이용자가 휴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지역을

벗어나더라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망간의 연동이 가능하여 각 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로 다른 이동통신망 간에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망간 위치 이동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전송 중인 데이터 통신이 끊기지 않고 핸드오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동 서비스에

서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하고, 시그널링 메시지 및 PPP 패킷 터널링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또는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와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망간 연동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핸드오프 시 IP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PPP 프로토콜 설정 과정에서 단말에 기 할당된 IP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망간 연동장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휴대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경우, PPP 패킷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상

기 엑세스 포인트와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PPP 프락시 및 종단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

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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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망간 연동장치는,

상기 터널링 프로톨콜에 의해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로부터 전달되는 터널링 패킷을 전송 종료하고, 상기 터널링 패킷에

대한 아이피 패킷을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망간 연동장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의해 상기 엑세스 포인트로부터 라우팅 된 아이피 패킷을 터널링을 통해 전달받아 상기 데이터 인

터페이스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 프로토콜은,

OSI 2 계층에서 PPP 패킷을 터널링하는 L2TP(Layer 2 Tunneling Protocol) 또는 GTP(GPRS Tunnel Protocol)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망간 연동장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핸드오프 될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이동하는 망에 대한 정보를 이전 망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이 연동하여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과 상기 휴대 인터넷망 간을 핸드오프 하는 단계;

(b) 상기 핸드오프가 이루어지도록 망간 연동하기 위해 구비된 PPP 패킷 터널링 프로토콜 토대의 망간 연동장치가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데이터 패킷의 일정 전송구간에 대한 터널링을 설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망간을 이동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터널링에 의해 생성된 터널을 통하여 이전 망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기 위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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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휴대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와 접속하는 단계;

(b-2)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망간 연동장치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망에 속한 인증서버로부터 상기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에 대한 인증을 받는 단계;

(b-3) 상기 인증으로 인해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DHCP 서버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서 상기 데이터 패킷이 경유하도록

하기 위한 아이피 주소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동적으로 할당하여 설정하는 단계; 및

(b-4) 상기 아이피 주소로 인한 상기 엑세스 포인트의 망간 연동요청에 의해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

해 상기 엑세스 포인트와 터널링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

을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서 상기 이동통신망으로 이동할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과 호 접속을 실행하는 단계;

(b-2) 상기 호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인터넷을 라우팅하기 위한 피피피 세션을 설정하는 단계;

(b-3) 상기 PPP 세션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망간 연동을 위한 인증을 상기 이동통신망에 요청하는 단

계;

(b-4) 상기 인증이 이루어진 후,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상기 망간 연동장치 간에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

한 터널링을 형성하는 단계; 및

(b-5)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와 접속하고, 상기 PPP 세션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

기에 동적으로 할당된 아이피 주소가 설정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

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b-1) 단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망간 연동장치를 통해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인증서버 및 홈 위치등록기와 접속하여 상기 데

이터 패킷의 포워딩에 대한 인증 및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b-4) 단계는,

(b-4a)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링크 제어 프로토콜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연결되어 망간 연동을 인증받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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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b)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상기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망간 연동장치와 접속하여 터널링을 형성하는 단계;

및

(b-4c)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엑세스 포인터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전달받기 위해 접속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데이터를 포워딩하기 위하여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로부터 전송되는 터

널링 패킷을 전송 종료하는 단계; 및

(c-2)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터널링 패킷을 아이피 패킷으로 변환하여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로 라우

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에서 라우팅 된 아이피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c-2) 상기 아이피 패킷을 상기 터널링에 탑재하여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핸드오프에 의해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을 연동시키기 위한 망간 연동장치를 구비하

고, 심플 아이피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터널링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에 구비된 이동통신

망과 휴대 인터넷망 간을 이동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신망

과 휴대 인터넷 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커버리지 및 이동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높은 서

비스 요금, 느린 전송속도, 기대 이하의 품질 수준, 불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등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무선 랜 서비스는 고속의 전송속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핫 스팟(Hot Spot) 위주의 옥내 기반으로 구축되어 커버리지가 협소하고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

역의 특성상 전파간섭 등의 취약점이 많아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및 무선 랜에 관한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저렴한 무선방식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

스를 이동 중에도 제공하기 위해 출현한 서비스가 휴대 인터넷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실내의 유선

방식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외의 정지 및 이동환경에서도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터

넷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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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많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막

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바, 휴대 인터넷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심의 핫 스팟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

하여 점차 그 서비스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휴대 인터넷 서비스의 영역이 제한적이어서 초기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넓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기존의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와 핫 스

팟 영역에 구비된 휴대 인터넷망으로 구현되는 서비스가 연동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망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는 약한 연결(Loosely - coupled)방식과 강한 연결(Tight - coupled) 방식으로 구분된다.

약한 연결방식은 모바일 아이피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이 서로 연동하도록 지원하며, 모바일 아이피를 이용하는 이

동통신 단말기가 핸드 오프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많이 요구됨으로써, 그 시간 동안 전송중인 데이터 패킷이 손실될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아이피가 공중 아이피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이동통신 단말기에 부여할 아이피 주소

가 부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 망간의 연동 서비스에 가입하는 가입자마다 할당된 모바일 아이피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설치가 추가

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아울러, 강한 연결방식은 WLAN 또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의 엑세스 포인트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처럼 동작하는 알

고리즘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가 핸드 오프하여도 끊김없이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 유

리하다. 하지만, 상기 WLAN 또는 휴대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동통신 시스템의 코어 망에

서 처리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코어 망의 증설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방식은 휴대 인터넷망과 이동통신망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연동하는 것이어서 상기 두 시스템의 설정된 알고리즘의 수정이 필요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이 연

동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하는 망간 연동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가

망간을 이동하여 데이터 패킷을 끊김없이 송수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망와 휴대 인터넷 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따른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은 일정한 지역

에서 이동통신 단말기가 무선으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초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해 상기 이동통신망의 공중 인터넷과 연

동하는 휴대 인터넷망 및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전송 중인 데이터 통신이 끊기지 않고 핸드오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동

서비스에서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하고,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또는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

트와 형성된 터널링을 통하여 망간의 상기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망간 연동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동통신망은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의 통신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동통신망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 통신할 수 있도록

PPP 서비스를 비롯한 출발지 기반 서비스에 의한 지점간 접속방식에서 동적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아이피 주소를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휴대 인터넷망은 핸드오프 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상기 아이피를 동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DHCP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망간 연동장치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휴대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경우,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엑세스 포인트와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가상 터널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2 관점에 따른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방법은 (a) 이동

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과 상기 휴대 인터넷망 간을 핸드오프 하는 단계, (b) 상기 핸드오프가 이루어지도록 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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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하기 위해 구비된 망간 연동장치가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데이터 패킷의 일정 전송구간에 대한 터널링을 설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망간을 이동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터널링에 의해 생성된 터널을 통하여 이전 망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기 위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휴대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와 접속하는 단계, (b-2)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망간

연동장치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망에 속한 인증서버로부터 상기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에 대한 인증을 받는 단계, (b-3) 상

기 인증으로 인해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DHCP 서버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서 상기 데이터 패킷이 경유하도록 하기 위한

아이피 주소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동적으로 할당하여 설정하는 단계 및 (b-4) 상기 아이피 주소로 인한 상기 엑세스

포인트의 망간 연동요청에 의해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엑세스 포인트와 터널링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에서 상기 이동통신망으로 이동할 경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이동통신망과 호 접속을 실행하는 단계, (b-2) 상기 호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인터

넷을 라우팅하기 위한 피피피 세션을 설정하는 단계, (b-3) 상기 피피피 세션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망

간 연동을 위한 인증을 상기 이동통신망에 요청하는 단계, (b-4) 상기 인증이 이루어진 후,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

터페이스와 상기 망간 연동장치 간에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한 터널링을 형성하는 단계 및 (b-5)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

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와 접속하고, 상기 피피피 세션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동적으로 할당된 아이피

주소가 설정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b-1) 단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기 망간 연동장치를 통해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인증서버 및

홈 위치등록기와 접속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에 대한 인증 및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b-4) 단계는 (b-4a)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가 링크 제어 프로토콜에 의하여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

와 연결되어 망간 연동을 인증받는 단계, (b-4b) 상기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상기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망간 연동

장치와 접속하여 터널링을 형성하는 단계 및 (b-4c)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엑세스 포인터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전달

받기 위해 접속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데이터를 포워딩하기 위하여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로부터 전송되는 터널링 패킷을 전송 종료하는 단계 및 (c-2)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터널링 패킷을 아이

피 패킷으로 변환하여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로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망간 연동장치가 상기 휴대 인터넷망의 엑세스 포인트에서 라우팅 된 아이피 패

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c-2) 상기 아이피 패킷을 상기 터널링에 탑재하여 상기 이동통신망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전송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연동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연동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망(200)과 휴대

인터넷망(400)을 연동시키기 위한 시스템은 상기 망간을 이동하는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전송중인 데이터 패킷이 끊기

지 않고 핸드오프 할 수 있도록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PPP 서비스와 같은 출발지 기반 서비스에 의해 소정의 아이

피 주소를 할당하는 심플 아이피를 사용하며, 이동통신망(200) 또는 휴대 인터넷망(400)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기 위한 요청에 따라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하여 상기 이동통신망(200) 또는 휴대 인터넷망(400)과 터널링을 형성

함으로써, 망간을 연동시키기 위한 망간 연동장치(300)를 포함한다.

여기서, 이동통신망(200)은 CDMA 2000 - 1x, 3x와 같은 동기 방식이거나,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라 함),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와 같은 비동기 방식의 통신망으로 이루어진다. 또

한, 상기 이동통신망(200)은 아이피 백본망이 구비되어 서로 연동하는 이기종의 이동통신망(500)과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시예로 설명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통신망(200)을 WCDMA 망(220)으

로 한정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이동통신망(200)이 WCDMA 망(220)인 경우의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시스템은 상기 망간을 이동하는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원활하게 핸드오프 할 수 있게 하는 망간 연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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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한 가입자의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동적으로 할당된 아이피 주소를 제공하여 아이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는 심플 아이피를 사용하며, WCDMA 망(220)의 데이터 인터페이스(210) 또는 휴대 인터넷망(400)의 엑세스 포인트

(410)와 접속하여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한 터널링을 형성함으로써, 망간을 연동시키기 위한 망간 연동장치(300)를 포함한

다.

데이터 인터페이스(210)는 WCDMA 망(220)에서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 이하 'GGSN'라 함; 221)이 해

당하며, CDMA 2000 망에서는 PDSN(Packet Data Support Node)이 그 역할을 한다.또한,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WCDMA 망(220)에서 휴대 인터넷망(400)으로 이동할 때, 망간 연동장치(300)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인해 연

동하는 상기 휴대 인터넷망(400) 내의 엑세스 포인트(410)와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데

이터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가상 터널을 형성하는 터널링을 한다.

상기 터널링 과정을 거친 망간 연동장치(300)는 WCDMA 망(220) 내의 GGSN(221)과 접속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100)가 핸드오프 하기 이전에 전송중이던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을 요청하고, 상기 GGSN(221)이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을 상기 터널링을 경유하여 상기 엑세스 포인트(410)를 거쳐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아울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망간 연동장치(300)에 의한 터널링을 형성하기 이전에 엑세스 포인트(410)와

호 접속하여 WCDMA 망(220)에 속한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서버(224)에 의해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핸드오프 하기

이전의 위치정보 및 전송중이던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하고 망을 이용하기 위한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인증과정을 거친 이

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WCDMA 망(220)에 구비된 DHCP 서버(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이하

'DHCP'라 함 ;225)로부터 동적으로 아이피 주소를 할당받아 이후에 망간 연동하여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한다.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휴대 인터넷망(400)에서 WCDMA 망(220)으로 이동할 때, 망간 연동장치(300)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인해 연동하는 상기 WCDMA 망(220) 내의 GGSN(221)과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외부의 영향

을 받지 않고 소정의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가상 터널을 형성하는 터널링을 한다.

상기 터널링 과정을 거친 망간 연동장치(300)는 휴대 인터넷망(400) 내의 엑세스 포인트(410)와 접속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핸드오프 하기 이전에 전송중이던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을 요청하고, 상기 엑세스 포인트(410)가 상기 요

청에 응답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을 상기 터널링을 경유하여 상기 GGSN(221)을 거쳐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한

다.

아울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망간 연동장치(300)에 의한 터널링을 형성하기 이전에 상기 WCDMA 망(220)

과의 호를 설정하고, 지점간 프로토콜에 의한 PPP(Point to point protocol, 이하 'PPP'라 함) 세션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WDCMA 망의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 이하 'SGSN'라 함 ;222)과 호 접속하

여 GGSN(221)과 연동하는 망간 연동장치(300)를 거쳐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이동하기 이전 망인 휴대 인터넷망

(400)에 속한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서버(530)에 접속한다. 이렇게,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홈 위치 등록기 및 인

증서버(530)와 접속하여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정보 및 인증을 받아 호를 설정한

다.

또한, 상기 설정된 호를 기반으로 지점간 프로토콜에 의하여 지점간을 연결하여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PPP 세션

절차가 진행된다.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연결하기 위한 지점과 PPP 접속하면서 IPCP(Internet Protocol Control

Protocol)에 의해 동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아이피 주소를 할당한다.

더 나아가, 상기 언급된 터널링 프로토콜은 OSI 2 계층에서 터널링하는 L2TP(Layer 2 Tunneling Protocol)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연동 시스템의 동작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WCDMA 망(220)에서 휴대 인터넷망(400)으로 이동한 경우에 시스템의

동작과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WCDMA 망(220)에서 데이터 통신하던 이동통신 단말기

(100)가 휴대 인터넷망(400)으로 이동할 때에 망간을 연동시키기 위한 방법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이동하기 전

망인 WCDMA 망(220)의 기지국(223)과 연동하는데이터 통신이 두절되고, 이동한 망인 휴대 인터넷망(400)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 엑세스 포인트(410)와 호 접속을 시도한다(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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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엑세스 포인트(410)와 호 접속을 시도하면서 호 처리절차가 진행되고, 상기 엑세스 포인트

(410)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송신되는 단말기 정보에 의해 망간 연동장치(300)를 경유하여 WCDMA 망

(220)의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서버(224)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데이터 통신하며 송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S102).

상기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서버(224)로부터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을 위한 인증절차가 완료되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100)는 상기 WCDMA 망(220)에 구비된 DHCP 서버(225)로부터 동적으로 아이피 주소를 할당받아 상기 WCDMA 망

(220)과 연동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실행한다(S104).

상기 아이피 주소에 의한 상기 엑세스 포인트(410)는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망간 연동장치(300)와 연동하여 상기 휴대

인터넷망(400)의 이동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가상 터널을 형성하는 터널링 과정

을 실행한다. 상기 터널링 과정이 완료되면, 상기 망간 연동장치(300)가 WCDMA 망(220)에 속한 GGSN(221)과 연동한다

(S106).

또한, 상기 망간 연동장치(300)는 상기 GGSN(221)으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데이터 통신중이던 데이터 패

킷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데이터 패킷의 이동을 종료하는 것과 함께 상기 데이터 패킷이 상기 가상 터널을 경유하여 외부

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신 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상기 과정에 의해 WCDMA 망(220)과 휴대 인터넷망

(400)이 연동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핸드오프 되며,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GGSN(221)으로부터 이동전에

전송중이던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여 이동중에도 데이터 통신이 끊기지 않고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한다(S108).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휴대 인터넷망(400)에서 WCDMA 망(220)으로 이동한 경우에 시스템의

동작과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 인터넷망(400)에서 데이터 통신하던 이동통신 단말기

(100)가 WCDMA 망(220)으로 이동할 때에 망 간을 연동시키기 위한 방법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WCDMA 망

(220)으로 이동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이동하기 전 망인 휴대 인터넷망(400)의 엑세스 포인터와의 접속이 끊

기고, 상기 WCDMA 망(220)에 속한 기지국(223)과 무선통신하여 SGSN(222)과 호를 설정하기 위한 호 신호를 송수신하

는 과정이 진행된다. 상기 호 설정과정은 이동통신 단말기(100)와 SGSN 간의 RRC(Radio Resouce Control)와 무선통신

링크가 연결되는 것으로 비롯된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SGSN(222)과 호 접속을 시도하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저장된 단말기 정

보를 인증받기 위해 망간 연동장치(300)를 경유하여 이동하기 전 망인 휴대 인터넷망(400)에 속한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

서버(530)와 접속한다. 상기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서버(530)로부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100)가 데이터 통신하며 송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상기

인증이 확인되면, WCDMA 망(220)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데이터 통신할 수 있는 호가 설정된다(S200).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상기 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양 지점을 설정하기 위한 PPP 세션의 설정절차가 진행

된다. 상기 PPP 세션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SGSN(222)에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활

성 PDP(Packet Data Protocol; 이하 'PDP'라 함)를 요청하면 상기 SGSN(222)은 상기 활성 PDP에 응답하는 PDP를 패킷

데이터 프로토콜에 의해 생성하기 위한 요청을 GGSN(221)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기 GGSN(221)은 망간 연동장치

(300)를 경유하여 휴대 인터넷망(400)에 속한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서버(530)에 접속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을

인증받기 위한 인증 프로토콜인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 - in User Service; 이하 'RADIUS'라 함)의 동작

을 요청한다.

상기 GGSN(221)의 요청에 의해 상기 홈 위치 등록기 및 인증서버(530)는 RADIUS에 대한 응답을 GGSN(221)으로 전송

하고, GGSN(221)은 상기 인증서버(530)에 의한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접속과 데이터 패킷 포워딩의 인증을 받아 생성

된 PDP를 SGSN(222)으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SGSN(222)이 활성화된 PDP를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함으로써,

PPP 세션 절차가 완료된다(S202).

PPP 세션의 설정이 완료된 후, 상기 WCDMA 망(220)에서 데이터 통신하는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휴대 인터넷망(400)

과 연동하기 위한 터널링 과정이 수행된다. 상기 터널링 과정은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LCP(Link Control Protocol)로

인해 GGSN(221)과 계층 간의 링크를 설정하여 인증받는 과정을 수행하고, 상기 인증과정을 거친 GGSN(221)이 망간 연

동장치(300)와 연동하여 데이터 패킷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설정된 지점간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상 터널

을 형성하기 위한 터널링을 형성한다. 상기 터널링을 형성한 후, 망간 연동장치(300)는 휴대 인터넷망(400)에 속한 엑세스

포인트(410)와 연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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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터널링에 의한 가상 터널을 형성한 후,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접속하기 위한 지점과 PPP 접속을 하기 위하여

IPCP에 의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100)에 동적으로 아이피 주소가 할당된다(S204).

상기 아이피 주소로 인하여 데이터 통신하는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이동 전 망인 휴대 인터넷망(400)의 엑세스 포인트

(410)와 접속하여 이동전에 전송중이던 데이터 패킷의 포워딩을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엑세스 포인트(410)에

서 라우팅하는 데이터 패킷인 아이피 패킷이 망간 연동장치(300)로 전송된다. 상기 망간 연동장치(300)는 수신한 상기 아

이피 패킷의 이동을 종료하고, 상기 아이피 패킷에 대한 터널링 패킷을 형성하여 가상 터널을 통해 GGSN(221)으로 전송

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GGSN(221)으로부터 휴대 인터넷망(400)과 연동하여 전

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S206).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심플 아이피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통신망과 휴대 인터넷망이 연동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현

하기 위한 망간 연동장치를 구비함으로써, 고속으로 데이터 패킷의 송수신이 가능한 휴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휴

대인터넷 서비스 제공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대 인

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기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 전송이 불필요한 지역까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휴대

인터넷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망간의 연동이 가능하여 서비스 이용자는 각각의 망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이동통신망이 WCDMA 망인 경우의 시스템을 도시한 개념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WCDMA 망에서 휴대 인터넷망으로 이동한 경우에 시스템의 동작과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 그리고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휴대 인터넷망에서 WCDMA 망으로 이동한 경우에 시스템의 동작과정을 도시한

플로우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이동통신 단말기 200, 500 : 이동통신망

210 : 데이터 인터페이스 220 : WCDMA 망

221 : GGSN 222 : SGSN

223 : 기지국 224, 530 : 인증서버

225, 520 : DHCP 서버 300 : 망간 연동장치

400 : 휴대 인터넷망 410 : 엑세스 포인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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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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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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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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