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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 내의 망 요소에서 동기 망과 비동기 망의 연동에 핵심이 되는 MAP(Mobile Application Part) 

메시지의 발신 망을 식별하여 해당되는 MAP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MAP 메시지 처리 시스

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동기 방식의 ANSI 규격 또는 비동기 방식의 GSM 규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규격

을 기반으로 하는 동일 규격의 MAP 메시지 처리만을 수행함에 따라 서로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기종 이동통신망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망 요소에서 M

AP 메시지를 식별하여 분배함으로써, 이기종 이동통신망 가입자의 위치 관리, 이동 호 처리 및 호 처리와 관련된 각종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기종 이동통신망 가입자에 대해서도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ANSI망 기반의 망 요소에서의 MAP 메시지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GSM망 기반의 망 요소에서의 MAP 메시지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1 및 도 2에 있어, TCAP의 상세한 구성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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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망 내의 망 요소에서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MAP 메시지 처리 시스템을 도시

한 도면.

도 5는 도 4에 있어, 프로토콜 식별부와 프로토콜 분배부의 상세한 구성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망 내의 망 요소에서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MAP 메시지 처리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1 : TSL 부계층 42 : CSL 부계층

51 : 프로토콜 식별부 52 : 프로토콜 분배부

52-1 :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 52-2 : 메시지 분배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MAP(Mobile Application Part) 메시지 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망 내의

망 요소에서 동기 망과 비동기 망의 연동에 핵심이 되는 MAP 메시지의 발신 망을 식별하여 해당되는 MAP으로 분배

할 수 있도록 한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MAP 메시지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음성 위주의 아날로그 이동전화와, 음성과 저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이동전화 등의 각종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확대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세대 이동전화로서 IMT-2000(Internatio

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환경의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통 주파수 사용과 단일 기술표준으로 사용자가 세계 어느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통

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로밍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동일한 기술방식과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

는데, 현재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술 방식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등 국제 표준화 

기관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3GP

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09.02 또는 29.002 

등의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비동기 방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de)/3GP

P2의 IS-41(Interim Standard-41)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동기 방식이 각각 표준으로 인정받아 제정되어 있는 상태

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본 목표인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기 

방식의 이동통신망(이하, 'ANSI망'이라 칭함)과 비동기 방식의 이동통신망(이하, 'GSM망'이라 칭함) 간의 이기종 망 

연동(Network Interworking)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편, 종래의 ANSI망이나 GSM망에서 이동국(Mobile Station)의 위치 관리, 이동 호 처리 및 호 처리와 관련된 각종 

부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망을 구성하는 망 요소(Network Element)들이 ANSI망을 

기반으로 하는지, GSM망을 기반으로 하는지에 따라 첨부된 도면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응용부(

Mobile Application Part ; 이하, 'MAP'이라 칭함) 메시지를 전달하고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MAP 메시지들은 원

격 동작(Remote Operation)으로 정의되고, TCAP(Transaction Capability Application Part), SCCP(Signaling Con

nection Control Part), MTP(Message Transfer Part) 계층 1, 2, 3 또는 TCAP, SCCP, SCTP(Standard of Catalo

g Transfer Protocol),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P(Internet Protocol) 등의 하위 프로토콜이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 실체(Entity)들 간에 전달되어진다.

여기서, TCAP은 첨부된 도면 도 3과 같이 TSL(Transaction Sub-Layer)과 CSL(Component Sub-Layer)의 두 개

의 부계층으로 구성되고, 해당 CSL 부계층은 CHA(Component HAndling)와 DHA(Dialogue HAndling) 등의 기능 

블록으로 구성되며, TCAP 메시지에 대한 트랜잭션 관리 기능과 컴포넌트 처리 기능 및 비정상 상황 처리 기능을 기

본적으로 수행하고, GSM망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TCAP 메시지의 다이얼로그 관리 기능과 다이얼로그 부

분(Dialogue Portion) 처리 기능을 더 수행하는데, 각각의 상세 기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TSL 부계층에 의한 TCAP 메시지의 트랜잭션 관리 기능은 TR_사용자인 CSL 부계층간의 트랜잭션 메시지 

교환 기능으로, CSL 부계층의 다이얼로그와 TSL 부계층의 트랜잭션은 일대일 대응하며, 해당 다이얼로그와 대응되

는 트랜잭션 역시 자국와 원격 TSL 부계층 사이에서 트랜잭션을 형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구조형 트랜잭션과 구

조형 트랜잭션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비구조형 트랜잭션은 TSL 부계층 사이에 명시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트랜잭션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 할 때 사용되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등급 4의 동작들을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포넌트들은 단방향 메시

지에 실려 전송되고, 한번의 전송 후에 그 트랜잭션을 통한 더 이상의 전송은 없게 된다.

그리고, 구조형 트랜잭션은 CSL 분계층이 명시적으로 트랜잭션의 시작(Begin), 계속(Continuation)을 지시하여 트랜

잭션을 형성하고, 종료(End) 또는 중단(Abort)을 지시하여 형성된 연관관계(association)를 종료하는데, 해당 트랜잭

션은 트랜잭션 번호(Transaction ID)에 의해 구별되고, 해당 트랜잭션의 시작, 계속, 종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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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제공된다.

트랜잭션 시작은 CSL 부계층 사이에 트랜잭션이 형성되면 이 트랜잭션에 트 랜잭션 번호를 할당하게 하고, CSL 부

계층간의 트랜잭션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게 하며, 해당 트랜잭션 시작 요청을 수신한 수신측은 응답으로서 해당 트랜

잭션에 대한 연관관계를 지속시키거나 종료할 수 있다.

트랜잭션 계속은 CSL 부계층 사이의 트랜잭션 연관관계를 지속시키고, 양방향의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게 하며, 트랜

잭션 종료는 할당된 트랜잭션 번호를 해제하고 해당 트랜잭션을 통한 더 이상의 메시지 교환을 없게 하는데, 이러한 

트랜잭션의 종료는 양측의 CSL 부계층 중 어느 측에서나 수행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상대단(Peer)으로 종료 메

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두 노드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종료하는 예정종료(Prearranged End)와, 상대단으로 종료 메시

지를 전송하여 트랜잭션을 종료하는 기본종료(Basic End)와, CSL 부계층이 트랜잭션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TSL 부

계층에서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TSL 부계층에 전송 대기중이거나 수신되었던 트랜잭션 메시지를 폐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트랜잭션 중단(Transaction Abort)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둘째로, CSL 부계층에 의한 TCAP 메시지의 다이얼로그 관리 기능은 TC_사용자 사이에서 어떠한 응용을 실현하기 

위한 연속적인 컴포넌트의 교환 기능으로, 해당 TC_사용자는 다이얼로그를 이용하여 특정한 일련의 컴포넌트들을 

다른 일련의 컴포넌트들과 구별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다이얼로그의 형태에는 비구조형 다이얼로그(unstructu

red dialogue)와 구조형 다이얼로그(structured dialogue)가 있다.

여기서, 비구조형 다이얼로그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TC_사용자간에 명시적인 연관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컴

포넌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번의 전송 후에 그 다이얼로그를 통하여 더 이상의 전송은 없게 되며, 수신된 컴포넌

트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컴포넌트는 거절되고 이는 비구조형 다이얼로그를 통하여 송신측에 알려진다.

그리고, 구조형 다이얼로그는 TC_사용자가 다이얼로그에 있어서 연관관계의 설정, 유지, 종료를 지시할 수 있는 형태

의 다이얼로그로서, TC_사용자는 동시에 다수의 다이얼로그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각각의 다이얼로그는 다

이얼로그 번호(Dialogue ID)에 의하여 구분되며, 해당 TC_사용자는 다이얼로그의 시작, 계속을 지시하여 다이얼로그

를 형성한 후 다이얼로그 종료, 중단을 지시하여 형성된 연관관계를 중단한다.

셋째로, CSL 부계층에 의한 TCAP 메시지의 컴포넌트 처리 기능은 동작 지시와 이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는 CSL 부

계층의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Protocol Data Unit ; PDU)로서, TC_사용자가 원격 TC_사용자(remote TC_User)에

게 전송하는 동작 지시 또는 이에 대한 응답은 CSL 부계층에 의하여 하나의 컴포넌트에 실려 전송되고, 해당 컴포넌

트에는 동시에 다수의 동작 지시가 가능하도록 지시 번호(Invocation ID)를 할당하여 관리하며, 또한 동작의 지시와 

이에 대한 응답을 서로 연관시키기 위해 동작 지시에 부여된 지시번호는 응답에 실어 다시 반송한다.

넷째로, CSL 부계층에 의한 TCAP 메시지의 다이얼로그 부분 처리 기능은 원격 TC_사용자에게 ASE(Application S

ervice Entity) 집합과 다이얼로그 동안 요구되어 질 수 있는 관련 법칙인 응용 문맥을 전달하기 위해 응용 문맥 이름

(Application Context Name)을 갖는 다이얼로그 부분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해당 응용 문맥 이름이 받아들여지면 응

답하는 원격 TC_사용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이얼로그를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응용 문맥 이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받아들인 컴포넌트를 버리고 해당되는 다이얼로그를 거절했다는 것을 

보내준다.

그리고, 최초의 TC_CONTINUE 메시지에 다른 응용 문맥 이름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선택적인 응용 문맥을 사용하

여 다이얼로그를 지속시킨다는 의미이고, 다른 응용 문맥을 근거로 하는 TC_END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이얼로그를 종료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CSL 계층에 의한 비정상 상황 처리 기능은 컴포넌트를 처리하는 과정중에 비정상 상황(abnormal situat

ion)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기능으로, 해당 비정상 상황으로는 변형된(Malformed) 컴포넌트를 수신한 경우와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타임아웃(Timeout)의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CSL 부계층이 변형

된 컴포넌트를 수신한 경우에는 해당 컴포넌트를 거절(reject)하고 이를 TC_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종 응답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시번호를 해제(release)하고 이를 TC_사용자에게 알리며, 메시지 시작 후에 일정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발생시켜 TCAP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비정상 상황 발생시 TC_사용자인 MAP 및 상대 계층(entity)으로 비정상을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종래의 차세대 이동통신망에서 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No.7 메시지는 MTP(L1, L2, L3)를 통해 SCCP에서 서

브시스템별로 데이터 메시지가 구분되어 TCAP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SCCP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TCAP의 메

시지 처리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SCCP의 데이터 메시지가 N_UNIDATA 프리미티브를 통해 TCAP의 TSL 부계층으로 전달되면, 해당 TS

L 부계층에서는 전달받은 메시지를 각 트랜잭션 메시지 타입별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의 트랜잭션 메시지

타입은 각각 트랜잭션 시작, 계속, 종료, 중단 등이 있으며, 각각에 해당되는 TSM(Transaction State Machine)이 해

당 트랜잭션 부분(Portion)을 처리하게 된다.

이때, 각 트랜잭션 메지시 타입별로 분류된 메시지는 각 메시지 타입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는 저장하고, 현재의 동작

에 따른 상태를 정의하게 되는데, 일례로 트랜잭션 시작 타입의 메시지가 수신되면 TSL 부계층의 TSM은 메시지를 

송신한 대국의 주소 및 트랜잭션 ID를 저장하고, 해당 트랜잭션의 상태를 IR(Init Received)로 정의하게 된다.

이후, TSL 부계층에 의해 트랜잭션 처리된 데이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CSL 부계층에서는 비동기 방식의 GSM망인 

경우 동기 방식의 ANSI 방식과 달리 다이얼로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더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해당 CSL 부계

층의 DHA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 메시지에서 다이얼로그 부분만을 추출한 후, 해당 다이얼로그 타입(AARQ, AARE,

ABRT 등)이 트랜잭션 타입에 배치되지 않는 타입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CSL 부계층의 CHA에서는 데이터 메시지에서 컴포넌트 부분을 추출하고, 해당되는 컴포넌트 타입(Invo

ke, Result Error, Reject)에 따라 각각의 컴포넌트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컴포넌트 부분은 트랜잭션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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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이얼로그 부분과는 달리 하나의 메시지에 다수의 컴포넌트들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컴포넌트 부분내에 몇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컴포넌트 부분의 처리가 완료되면 MAP 동작(Operat

ion) 처리에 필요한 MAP 프로토콜 메시지를 TC_사용자인 MAP으로 전달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차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임의의 망 요소는 동기 방식의 ANSI 규격 또는 비동기 방식

의 GSM 규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의 MAP으로만 구성될 뿐,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의 

규격 모두를 기반으로 구성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차세대 이동통신망(ANSI망, GSM망)에서는 동일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MAP 메시지 처리만을 수행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본 목표인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즉,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으로 서로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기

종 이동통신망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망 요소에서 MAP 메시지를 식별하여 분배함으로써, 이기종 이동통신망 가입

자의 위 치 관리, 이동 호 처리 및 호 처리와 관련된 각종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기종 이동통신망 가

입자에 대해서도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TCAP 프로토콜과 MAP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부에서 하

위 레벨의 SCCP로부터 전달받아 TCAP 처리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메시지를 송신한 발신 망을 식별하는 프로토

콜 식별부와; 상기 프로토콜 식별부의 발신 망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상위 MAP으로 MAP 메시지를 분배하는 프로토콜 분배부를 포함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시스템

을 제공하는데 있다.

여기서, 상기 프로토콜 식별부는, 상기 TCAP 처리한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

신 망을 식별하거나, 상기 TCAP 처리한 메시지의 동작코드에 포함되는 동작 패밀리 정보에 따라 발신 망을 식별하거

나, 또는 상기 TCAP 처리한 메시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되는 MAP 시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프로토콜 분배부는, 각 MAP 응용별 고유 식별자, 시스템 내부 IPC 통신을 위한 IPC 통신 식별자, MAP 

프로토콜 식별자, 처리 가능한 동작코드, 응용 문맥 이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M

AP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MAP을 선택해서 MAP 메시지를 분배하는 메시지 분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No.7 메시지를 SCCP에서 서브시스템별로 데이터 메시지를 구분하여

TCAP으로 전달하는 과정과; SCCP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TCAP 처리한 후, TCAP 처리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메시지를 송신한 발신 망을 식별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망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기구성된 MAP 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상위 MAP으로 MAP 메시지를 분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

지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때, 상기 발신 망을 식별하는 과정은, TCAP 처리한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신 망을 식별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신 망을 비동기 망으로 인식하고,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신 망을 동기 망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TCAP 처리한 메

시지의 동작코드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의 동작코드가 동기 망에서 정의한 특정 동작 패밀

리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발신 망을 동기 망으로 인식하고, 다른 동작 패밀리 정보를 포함하거나 어떠한 동작 패밀리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발신 망을 비동기 망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TCAP 처리한 메시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되는 MAP 시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된 MA

P 시작 데이터가 동기 망에서 정의한 특정 MAP 시작 데이터를 갖는 경우 발신 망을 동기 망으로 인식하고, 그 이외의

MAP 시작 데이터를 갖는 경우 발신 망을 비동기 망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상술한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방법은, 초기화시 시스템의 MAP에 대한 정보를 프로토콜 분배

기능의 실행 초기에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거나 MAP이 실행될 때 전달받아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구성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는 동기 방식의 ANSI망과 비동기 방식의 GSM망을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글로벌 로밍 서

비스가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망 내의 망 요소에서 이기종 망 연동을 위

한 MAP 메시지 처리 구조는 첨부한 도면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TCAP 프로토콜과 MAP 프로토콜 사이의 인터페

이스 부분에서 MAP 메시지를 식별 및 분배하여 처리하는 프로토콜 식별부(51) 및 프로토콜 분배부(52)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도 4에서 SCCP의 하위 레벨을 살펴보면 M3UA와 SCTP 및 TCP/UDP(User Datagram Protocol)/IP를 포함

하는데, 이는 향후의 3세대 이동통신망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토콜로서, 본 발명은 SCCP를 포함한 하위 레벨

의 프로토콜 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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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프로토콜 식별부(51)와 프로토콜 분배부(52)의 기능을 첨부한 도면 도 5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

면, 해당 프로토콜 식별부(51)는 TCAP의 CSL 부계층(42)에 의해 DHA 또는 CHA 기능 처리된 TCAP 메시지를 분

석하여 해당되 는 발신 망(ANSI망 또는 GSM망)을 식별하는데, 이때, 해당 TCAP 메시지를 분석하여 발신 망을 식별

하는 방법을 아래 표 1의 TCAP 메시지 포맷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해당 TCAP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표 1에서

① 번 부분)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신 망을 식별하는 대화부분 식별 방법과, 해당 TCAP 메시지의 동작코

드(Operation Code)(표 1에서 ② 번 부분)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하는 동작코드 식별 방법과, 해당 TCAP 메시

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되는 MAP 시작 데이터인 파라미터 태그(표 1에서 ③ 번 부분)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

하는 MAP 시작 데이터 식별 방법 등이 있다.

[표 1]

GSM망의 TCAP 메시지 포맷 ANSI망의 TCAP 메시지 포맷

메시지 타입 태그(Message Type Tag) 전체 메시지 길이(Total Message Leng

th)

메시지 타입 태그 전체 메시지 길

이

발신 트랜잭션 ID 태그(Originating Transaction ID Tag) 트랜잭션 ID 길이(Tra

nsaction ID Length) 트랜잭션 ID(Transaction ID)

발신 트랜잭션 ID 태그 트랜잭션 I

D 길이 트랜잭션 ID

다이얼로그 부분(Dialogue Portion) ① 무시(Don't Care) ①

컴포넌트 부분 태그(Component Portion Tag) 컴포넌트 부분 길이(Component 

Portion Length)

컴포넌트 부분 태그 컴포넌트 부분

길이

컴포넌트 타입 태그(Component Type Tag) 컴포넌트 길이(Component Length

)
컴포넌트 타입 태그 컴포넌트 길이

인보크 ID 태그(Invoke ID Tag) 인보크 ID 길이(Invoke ID Length) 인보크 ID(I

nvoke ID)

인보크 ID 태그 인보크 ID 길이 인

보크 ID

링크 ID 태크(Linked ID Tag) 링크 ID 길이(Linked ID Length) 링크 ID(Linked

ID)

링크 ID 태크 링크 ID 길이 링크 I

D

동작 코드 태그(Operation Code Tag) 동작 코드 길이(Operation Code Length)

동작 코드(Operation Code) XX ②
동작 코드 태그 동작 코드 길이 동
작 코드 09XX ②

파라미터 태그(Parameter Tag) XX ③  파라미터 길이(Parameter Length) 파

라미터(Parameter)

파라미터 태그 31 ③  파라미터 길

이 파라미터

그리고, 해당 프로토콜 분배부(52)는 프로토콜 식별부(51)의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기구성된 MAP 정보 데이터베이

스(52-1)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MAP으로 MAP 메시지를 분배하는데, 이를 위해 각 MAP 응용별 고유 식별자, 시스템

내부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 통신을 위한 IPC 통신 식별자(큐 또는 공유 메모리 등), MAP 프로토콜 식

별자(ANSI 또는 GSM 등을 구분), 처리 가능한 동작코드, 응용 문맥 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MAP 정보 데이터베

이스(52-1)와, 해당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52-1)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MAP을 선택해서 MAP 메시지를 분배하는

메시지 분배부(52-2)로 구성된다.

이때, 해당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52-1)는 초기화시 해당 시스템의 MAP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성하게 되며, 

해당 MAP 정보는 프로토콜 분배부(52)의 실행 초기에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수집하거나, MAP이 

실행될 때 전달받아 수집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망 내의 망 요소에서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MAP 메시지 처리 동

작을 첨부한 도면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이동통신망 내의 망 요소에 대해 설명하면, 해당 망 요소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규격에 따른 MAP으로 구

성되며, 해당 MAP은 UNIX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또는 다수 개의 프로세스

로 실현되거나, 다른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No.7 메시지는 MTP(L1, L2, L3) 또는 TCP/UDP/IP와 SCTP 및 M3UA를 

통해 SCCP로 전달되면, 해당 SCCP는 서브시스템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TCAP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TCAP의 TSL 부계층(41)에서는 전달받은 TCAP 메시지의 트랜잭션 부분을 처리하여 CSL 부계층(42)

으로 전달하게 되고, 해당 CSL 부계층(42)에서는 전달받은 TCAP 메시지에 대한 DHA 또는 CHA 기능 처리를 수행

한 후(스텝 S61), 이를 프로토콜 식별부(51)로 전달하게 된다.

이에, TCAP의 CSL 부계층(42)에 의해 DHA 또는 CHA 기능 처리된 TCAP 메시지를 전달받은 프로토콜 식별부(51)

에서는 전달받은 TCAP 메시지를 분석하여 다이얼로그 부분의 포함 여부나 동작코드 또는 MAP 시작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해당 TCAP 메시지가 어느 망(동기 방식의 ANSI망 또는 비동기 방식의 GSM망)으로부터 수신되었는지 즉, 해당

TCAP 메시지를 송신한 발신 망을 식별하게 된다(스텝 S62).

즉, 해당 프로토콜 식별부(51)는 TCAP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신 망을 식별

할 수 있는데, 이는 TCAP 메시지의 다이얼로그 부분이 트랜잭션 부분이나 컴포넌트 부분과는 달리 망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즉, 동기 방식의 ANSI망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비동기 방식의 GSM망에서는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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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므로, 해당 TCAP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신 망을 GSM망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신 망을 ANSI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프로토콜 식별부(51)는 TCAP 메시지의 동작코드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

당 TCAP 메시지의 동작코드는 1 바이트 이상으로 구성되고 소정의 동작 패밀리(Operation Family)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동기 방식의 ANSI망에서는 동작코드를 2 바이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초 1 바이트 에 핵사값 '0x09'의 

프로토콜 패밀리를 의미하는 특정 동작 패밀리 정보를 정의하여 사용하므로, 해당 TCAP 메시지의 동작코드가 핵사

값 '0x09'의 특정 동작 패밀리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발신 망을 ANSI 망으로 인식하게 되고, 다른 동작 패밀리 

정보를 포함하거나 어떠한 동작 패밀리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신 망을 GSM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프로토콜 식별부(51)는 TCAP 메시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되는 MAP 시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신 망

을 식별할 수 있는데, 이는 동기 방식의 ANSI망에서 MAP 시작 데이터 즉, MAP의 시작 바이트 값인 파라미터 태그를

핵사값 '0x31'로 정의하여 사용하므로, 해당 TCAP 메시지의 MAP 시작 데이터인 파라미터 태그가 핵사값 '0x31'의 

시작 바이트를 갖는 경우에는 발신 망을 ANSI 망으로 인식하게 되고, 핵사값 '0x31'이 아닌 경우에는 발신 망을 GSM

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프로토콜 식별부(51)는 상술한 방법에 따라 발신 망을 식별한 메시지를 상위 MAP으로 전달하기 위해 프

로토콜 분배부(52)로 전달하게 되고(스텝 S63), 이에, 해당 프로토콜 분배부(52)에서는 프로토콜 식별부(51)의 식별 

정보(발신 망 식별자, 동작코드, MAP 시작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구성된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52-1)를 검색하여

가장 적절한 상위 MAP을 선택해서 MAP 메시지를 분배(전달)하게 된다(스텝 S64).

이로써, 본 발명에서는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으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는 이기종 이동통신망 사이의 연동에 핵

심이 되는 MAP 메시지 식별 및 분배 기능을 제공하여 차세대 이동통신망 환경에서의 동기-비동기 망 연동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이기종 이동통신망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차세대 이동통신망에서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로밍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향후에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망과 IMT-2000 망과의 연동에도 적

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세대 동기 망과 2세대 비동기 망과의 연동이나 2세대 동기 망과 3세대 비동기 망과의 연동 

또는 2.5세대 동기 망과 3세대 비동기 망과의 연동(또는 그 역으로의 망 연동)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상술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과 관련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한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의 대안, 수정 및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기종 이동통신망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망 요소

에서 MAP 메시지를 식별하여 분배함으로써, 이기종 이동통신망 가입자의 위치 관리, 이동 호 처리 및 호 처리와 관련

된 각종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기종 이동통신망 가입자에 대해서도 글로벌 로밍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TCAP 프로토콜과 MAP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부에서 하위 레벨의 SCCP로부터 전달받아 TCAP 처리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메시지를 송신한 발신 망을 식별하는 프로토콜 식별부와;

상기 프로토콜 식별부의 발신 망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상위 MAP으로

MAP 메시지를 분배하는 프로토콜 분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시

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식별부는, 상기 TCAP 처리한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신 망을 

식별하거나, 상기 TCAP 처리한 메시지의 동작코드에 포함되는 동작 패밀리 정보에 따라 발신 망을 식별하거나, 또는

상기 TCAP 처리한 메시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되는 MAP 시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분배부는, 각 MAP 응용별 고유 식별자, 시스템 내부 IPC 통신 을 위한 IPC 통신 식별자, MAP 프로토

콜 식별자, 처리 가능한 동작코드, 응용 문맥 이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MAP을 선택해서 MAP 메시지를 분배하는 메시지 분배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상기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초기화시 시스템의 MAP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성하되, 상기 MAP 정보를 프로

토콜 분배부의 실행 초기에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수집하거나, MAP이 실행될 때 전달받아 수집하

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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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No.7 메시지를 SCCP에서 서브시스템별로 데이터 메시지를 구분하여 TCAP으로 전달하는 

과정과;

SCCP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TCAP 처리한 후, TCAP 처리한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메시지를 송신한 발신 망

을 식별하는 과정과;

상기 발신 망 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기구성된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상위 MAP으로 MAP 메

시지를 분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망을 식별하는 과정은, TCAP 처리한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신 망

을 식별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에 다이얼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신 망을 비동기 망으로 인식하고, 다이얼

로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신 망을 동기 망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망을 식별하는 과정은, TCAP 처리한 메시지의 동작코드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

의 동작코드가 동기 망에서 정의한 특정 동작 패밀리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발신 망을 동기 망으로 인식하고, 다른 동

작 패밀리 정보를 포함하거나 어떠한 동작 패밀리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발신 망을 비동기 망으로 인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망을 식별하는 과정은, TCAP 처리한 메시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되는 MAP 시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신 망을 식별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의 컴포넌트 부분에 포함된 MAP 시작 데이터가 동기 망에서 정의한 특정 MAP 

시작 데이터를 갖는 경우 발신 망을 동기 망으로 인식하고, 그 이외의 MAP 시작 데이터를 갖는 경우 발신 망을 비동

기 망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초기화시 시스템의 MAP에 대한 정보를 프로토콜 분배 기능의 실행 초기에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거

나 MAP이 실행될 때 전달받아 MAP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기종 

망 연동을 위한 맵 메시지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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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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