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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베이스 서비스 제공 방법

요약

  이동 단말들과 무선으로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접속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접속 네트워크 사
이에 연결되어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하는 스위치 시스템, 그리고 상기 서비스시스템과 접속되고 상기 단말들의 정보 및 가
입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위치등록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개신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프로토콜 외에 부가적으로, 위치 정보 전달 및 서비스 동작 트리거를
위한 정보 요소의 전달을 새롭게 제안한다. 또한 존 베이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가입자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도입된다. 상기 네트워트 구성요소는 등록된 모든 가입자의 프로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홈 레지스터
역할을 제공하며, 가입자에 대한 현재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 동작
판단이 가능한 기능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존 베이스 서비스, CDMA2000 1x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존 베이스 서비스 처리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입자 프로파일 변경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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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 베이스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음성 통화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음성 통화
를 위주로 한 이동통신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짧은 데이터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
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즉,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데이터 서비스로서 단문 메시지의 전
송, 단말기의 벨소리인 음악 파일의 전송, 간단한 인터넷 통신 서비스 및 금융 결재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상기한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더욱 많은 정보를 고속으
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CDMA2000 1x EV-DO(이하 1x EV-DO라 칭함)"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이동통신 단말로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논의되었다. 본 발명은 상기 1x EV-DO 에서 존 베이스 서비
스(Zone Base Service)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존 베이스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동
전화 가입자에게 특정 영역(Zone)을 할당하고, 그 영역 내에서 통화를 할 경우와 밖에서 통화를 할 경우 요금을 차등부과
하거나, 상기 특정 영역 내에서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음성 통화를 위주로 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 존 베이스 서비스는 GPS를 이용한 LBS 시스템, MSC에서의 홈존 서비스와 같이,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은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과 다르게 시스템이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이전
의 방법으로는 가입자에게 존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 베이스 서비스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에게 다양하고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
기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 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및 프
로토콜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 단말들과 무선으로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접속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접속 네트워크 사
이에 연결되어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하는 스위치 시스템, 그리고 상기 서비스시스템과 접속되고 상기 단말들의 정보 및 가
입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위치등록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로부터 호 접속이 발생하면, 상기 접속 네트워크는 상기 단말의 임시 정보와 서비스형태지시자를 포함하는 갱
신요구메시지를 상기 데이터 위치 등록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는 단말의 위치 정보와 서비스형태지
시자를 포함하는 위치등록요구메시지를 소정의 로케이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로케이션 서버는 상기 위치등록요
구메시지를 수신하면, 가입자가 선택한 미리 저장된 서비스 존 정보에 따라 서비스 존 영역내의 호 접속인 경우인지 판단
하고, 상기 서비스 존 영역내의 호 접속인 경우, 서비스 옵션 정보와 존 리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위치등록응답메시지를 상
기 데이터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는 상기 접속 네트워크로부터 세션복구요구메시지를 수
신 하면, 해당 단말의 서비스 옵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복구응답메시지를 상기 접속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스위치 시스템은 상기 접속 네트워크로부터 접속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에 대한 응답신호를 상기 접속 네트워크
로 전송하고, 해당 서비스 옵션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요구메시지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
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상기 등록요구메시지에 대한 처리결과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응답메시지를 상기 스위치 시스
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스위치 시스템은 상기 서비스 옵션 정보에 따라 생성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어카운트요구
메시지를 소정 인증 계산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 계산 시스템은 상기 어카운트요구메시지에 대한 처리결
과정보를 포함하는 어카운트응답메시지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내용은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후술되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특징들 및 기술적인 장점들을 다소 넓게 약술한 것이다.

  본 발명의 청구범위의 주제를 형성하는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들 및 장점들이 후술될 것이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동일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들을 변경하거나 설계하는 기초로서 발명의 개시된
개념 및 구체적인 실시예가 용이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또한 발명과 균등한 구조들이 본 발명의 가장 넓은 형태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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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
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
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본 발명은 고속 데이타 전송을 위한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과금
요율을 변경하거나, 상기 가입자에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하기에서는 먼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설명될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각 네트워크 구성요소 간 존 베이스 서비스 처리 절차
가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1x EVDO 시스템의 기본적인 프로토콜 외에 부가적으로, 위치 정
보 전달 및 서비스 동작 트리거(trigger)를 위한 정보 요소의 전달을 새롭게 제안한다. 또한 존 베이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가입자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요소가 도입된다. 상기 네트워트 구성요소는 등록된 모든 가입자
의 프로파일(profile)을 관리하고 있는 홈 레지스터(Home Register)역할을 제공하며, 가입자에 대한 현재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 동작 판단이 가능한 기능이 제공된다. 하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기 존 베이스 서비스 중 가입자에게 차등 과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은 복수의 단말들(AT :
Access Terminal)(10)과 1x EV-DO(Evolution-Data Only) 표준에서 논의된 무선 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들(10)과 연결
되는 기지국(ANTS : Access Network Transceiver System)들(20)로 구성된다. 상기 각 기지국들(20)은 상기한 무선 채
널을 통해 단말들(10)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며, 유선으로 기지국 제어기(ANC : Access Network Controller)들(30)과
연결되어 단말들(10)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인증과 그에 따른 신호 처리들을 수행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상기한
기지국들(20)과 기지국 제어기들(30)을 총칭하여 "접속 네트워크(AN : Access Network)"이라 칭한다. 상기 접속 네트워
크는 상기 1x EV-DO에서 논의된 기지국(ANTS)들과 기지국 제어기(ANC)들을 포함하므로 상기 단말로부터 기지국으로
의 데이터 및 신호의 송신은 무선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그리고, 기지국으로부터 기지국 제어기로의 데이터 및 신호의 송
신은 유선으로 이루어진 전송 채널을 가진다. 또한 상기 각 신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처리 절차의 수행은 일반적으로 기
지국 제어기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이를 기지국에서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하의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두지 않기 위해 기지국과 기지국 제어기를 총칭하여 접속 네트워크로 설명한다. 상기 접속 네트워크는 스위
치 시스템(GAN : General ATM switch Network)(60)과 유선으로 연결되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 : Packet
Data Serving Node)(70)를 통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스위치 시스템(60)은 내부에는 패킷 제어 기능 블록(PCF : Packet Control Function)(도 1에 도시하지 않음)을 구
비하여 단말들(10)로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의 제어를 수행하며, 상기 단말들(10)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패킷 처리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70)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유선 선로에서 스위치 시스템(60)의 이후 단에서는 이전 단에서 처리
와 무관하게 패킷 단위의 데이터로 통신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스위치 시스템(60)은접속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AN AAA : Access Network Authentication, Accounting,
Authorization)(40) 및 데이터 단말의 위치 등록기(DLR : Data Location Register)와 연결된다. 음성을 위주로 서비스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홈 위치 등록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단말의 위치 등록기(50)는 상기 스위치 시스
템(60)으로부터 데이터 단말의 위치 정보 요구 시 이를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 단말의 위치 등록기(50)는 '세션 제어 및 이
동성 관리 블록(SC/MM : Session Controller/Mobility Manager)'라고도 불리운다. 상기 데이터 단말의 위치 등록기(50)
는 상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스위치 시스템(60)의 외부에 구비될 수도 있으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상기 스위치
시스템(60)의 내부에 구비되는 패킷 제어 기능 블록 내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70)는 이동 데이터 단말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HA : Home Agent)(80)를 통
해 이동 데이터 단말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계산 시스템(AAA :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90)과 연결된다. 또한 상기 홈 에이전트(80)는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Internet
Protocol Network)(110)와 연결되어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처리를 수행한다.

  로케이션 서버(Location Server)(100)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데이터 단말의 위치 등록기(50)와 연결
되며, 존 베이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고객센터(도시하지 않음)와 인터페이스(Interface) 된다. 또한 상기
로케이션 서버(100)은 운용자 인터페이스와 TCP/IP를 통해 접속되며, 가입자가 선택한 서비스 존(service zone)에 대한
정보를 상기 데이터 단말의 위치 등록기(50)로 전달한다. 각 네트워트 구성 요소간의 접속에 있어서, 상기 접속 네트워크
와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은 표준에 정의된 A14 인터페이스에 따르고,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스위치 시스템
(60)와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70)은 표준에 정의된 A10/A11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존 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메시지 교환 절차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존 베이스 서비스 처리 절차는 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등록절차, 패킷 데이터 호를 위한 인증 절차, 단말의 위치등록
절차, 가입자 프로파일(profile) 확인 및 변경 절차, 서비스 식별자 전송 절차로 구분된다. 하기에서는 상기 도 1 및 상기 도
2a를 참조하여 상기 각 절차들을 설명한다.

  A. 등록 절차

  상기 도 2a를 참조하면, 운용자 터미널(Terminal)(150)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로써, 200단계
에서, 존 베이스 서비스 가입자 정보를 입력 받아 상기 로케이션 서버(100)로 전송한다. 상기 존 베이스 서비스 가입자 정
보는 해당 가입자의 서비스 존(Service zone)에 대한 지정과, 미리 설정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로
케이션 서버(100)는 상기 운용자 터미널(150)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205단계에서, 상기 운용자
터미널(150)로 서비스 존 등록 완료 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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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패킷 데이터 호를 위한 인증 절차

  단말(10)이 상기 1x EVDO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표준에 정의된 방법에 따라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210단계에서 상
기 단말(10)은 인증 요구 메시지를 접속 네트워크(35)로 전송한다. 상기 접속 네트워크(35)는 215단계에서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40)으로 접속요구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40) 상기 접속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220단
계에서,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와 존 베이스 서비스 가입자인 경우에는 존 베이스 서비스 가입
자 임을 지정한 서비스형태지시자(ServiceFeatureIndicator)를 포함하는 정보를 상기 접속 네트워크(35)로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형태지시자는 존 베이스 서비스 가입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자(IDentifier)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서비스형태
지시자의 메시지 포멧을 표로 나타내면 하기 <표 1>과 같이 도시될 수 있다.

  

표 1.

  EvDo 가입자의 인증 절차는, 표준 IS-856 specification에 준하여 동작하며,본 발명을 위하여, ANC에서는 인증 NE인
AN-AAA로부터 가입자의 ServiceFeatureIndicator를, 인증 절차와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본 문서에서는 인증 절차의
도면은 생략한다.(IS-856 참조 )

  C. 단말의 위치 등록 절차

  상기 접속 네트워크(35)는 단말(10)로부터 위치정보 갱신 메시지를 수신하면(도시하지 않음), 위치 정보 갱신 절차를 수
행한다. 225단계에서, 상기 접속 네트워크(35)는 상기 단말의 IMSI와 서비스형태지시자를 포함하는 갱신요구
(GenerlaUpdateReq)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기존에 상기 데이터위치 등록기(50)에 저장되어 있는 단말의 정보를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상기 데이터 위치 등록기(50)는 위치정보(GAN, ANC, ANTS)를 갱신하고, 230단계에서, 상
기 요청에 대한 대한 결과를 갱신응답(GeneralUpateRsp)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접속 네트워크(35)로 전송한다.

  이후, 상기 데이터 위치 등록기(50)는 서비스형태지시자를 수신한 경우, 즉 단말(10)이 존 베이스 서비스 등록을 한 경우
에 한하여, 단말(10)의 현재 위치 정보와 서비스형태지시자를 포함하는 위치등록요구(LocationRegistrationReq) 메시지
를 상기 로케이션 서버(100)로 전송함으로써, 존 베이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상기 위치등록요구메시
지를 수신한 상기 로케이션 서버(100)는 상기 200단계 및 205단계에서 입력된 가입자가 선택한 미리 저장된 서비스 존 정
보에 따라 가입자가 존 베이스 영역(Area)내에서 호 접속을 시도 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상기 존 베이스 서비스 영
역/존 베이스 영역을 구분하는 범위는 기지국 제어기 기반 또는 셀(Cell)기반으로 정해질 수 있다. 상기 판단 결과, 존 베이
스 영역 내의 호 접속인 경우, 240단계에서, (50)는 존 베이스 서비스 영역에 관한 정보와 활성화한(active value) 서비스
옵션에 관한 정보(Zone Base Service Option)와 존 리스트(ZoneList)정보를 포함하는 위치등록응답
(LocationRegistrationRsp) 메시지를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로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 옵션에 관한 정보를 메시지 포멧으로 나타내면 하기 <표 2> 및 <표 3>과 같고, 상기 존 리스트 정보를 메시
지 포멧으로 나타내면 하기 <표 4>와 같다. 또한 가입자가 선택한 서비스 존(Service zone)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 포멧으
로 나타내면, 하기 <표 5>과 같다.

  하기 < 표2>는 ZoneServiceOption 파라미터의 Format을 도식화 하였으며, SC/MM역할의 DLR에서 Service별 동작을
위하여 1 octet의 값을 전달하게 된다. <표3>에서는 <표2>의 Format의 Value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동작을 trigger할
수 있는 Feature들의 정보를 전달한다. 기본적인 Service를 위하여 값을 단순화 하였으며, 0x00의 값일 경우,
ZoneService의 비 활성화, 0x01일 경우 ZoneService 활성화로 인식하도록 한다. Service Feature의 확장이 있을 경우,
추가된 값을 할당할 수 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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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 4.

  상기 < 표4>는, 가입자가 Service 등록 시 등록되는, ZoneBase Service에 대한 영역 정보를 전달하는 파라미터의
Format이다. 본 문서에서는 Service Zone의 범위를 1 octet의 System Id 와 1 octet의 Network Id, 1 octet의 GAN ID,
Cell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CellId List가 추가된다. CellId List는 ANC 및 ANTS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표 5.

  상기 < 표5>는 <표4>정의한 Format의 ServiceZone들의 집합이다. 즉 Service Zone 이 복수의 ANC영역 또는 복수의
GAN 영역으로 지정될 경우, ServiceZoneList를 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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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등록은 가입자의 셀(Cell)변경에 따라서,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에 위치 정보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 즉, 거
리 변경에 따른 위치 등록 절차로 항상 단말의 위치는 최근의 위치로 갱신 되어야 한다.

  D. 가입자 프로파일 확인 및 변경 절차

  245단계에서 상기 단말(10)로부터 접속요구(ConnectionReq)가 발생하면, 상기 접속 네트워크(35)는 임시 식별자
(UATI : Unicast Access Terminal Identifie)정보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프로파일을 요구하기 위해, 세션회복요구
(SessionRetrieveReq) 메시지를 250단계에서,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로 전송한다.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는 응
답 신호인 세션회복응답(SessionRetreveRsp) 메시지에 서비스 옵션에 관한 정보와 IMSI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접속 네
트워크(35)로 전송한다. 여기서 단말(10)이 존 베이스 서비스 영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서비스 옵션에 관
한 정보를 비활성(nonactive)으로 전송한다.

  가입자 프로파일 변경 절차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로케이션 서버(100)와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간의 메
시지 교환에 의해 수행된다. 이하, 도 3및 도 2를 참조하여 가입자 프로파일 변경 절차를 설명한다.

  가입자 프로파일은 Service운용자가 고객의 Service등록요구에 의하여, 운용 Terminal을 이용하여 가입자 프로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가입자 DataBase에 Update하게 된다. 데이터 위치등록기(50)으로 가입자의 Service가 등록되었음을 통
지하게 된다. 이 동작은 동작 235와 240 절차와는 별개의 동작이다.

  가입자 프로파일이 변경되면, 310단계에서, 상기 로케이션 서버(100)은 UATI, IMSI, 존 서비스 옵션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는 SubsProfileDirectiveReq 메시지를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로 전송함으로써, 가입자 프로파일이 변경되었음
을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50)은 UATI에 해당하는 가입자 프로파일 중 존 서비스 옵션에 대해 비
활성으로 관리한다.

  E. 서비스 식별자 전송 절차

  상기 접속 네트워크(35), 스위치 시스템(60),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70), 상기 인증 계산 시스템(90)은 도 2b에
서비스 식별자 정보 교환을 통해 과금 절차를 수행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260단계에서 상기 접속 네트워크(35)로부
터 UATI를 포함하는 접속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스위치 시스템(60)은 265단계에서 응답메시지(ConnectionReply)를 상
기 접속 네트워크(35)로 전송한다. 이후, 270단계에서, 상기 스위치 시스템(60)은 IMSI와 존 서비스 옵션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요구(RegistrationRequest) 메시지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70)으로 전송한다.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
드(70)은 상기 수신한 존 서비스 옵션 정보를 과금 요율의 판단 자료로 이용하고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과금 정보를 생
성한다.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70)는 상기 등록요구 메시지에 대한 처리결과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응답
(RegistrationReply) 메시지를 상기 스위치 시스템(60)으로 전송한다. 상기 패킷 데이타 서비스 노드(70)은 280단계에서,
상기 생성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어카운트요구(Account Request) 메시지를 통해 상기 인증 계산 시스템(90)으로 전송
한다. 285단계에서, 상기 인증 계산 시스템(90)은 수신된 과금 정보에 대한 처리결과정보를 포함하는 어카운트응답
(Account Response)메시지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70)으로 전송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차등 과금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
입자로 하여금 저 비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단말들과 무선으로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접속 네트워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접속 네트워크 사
이에 연결되어 패킷 데이터 통신을 하는 스위치 시스템, 그리고 상기 스위치 시스템과 접속되고 상기 단말들의 정보 및 가
입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위치등록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존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로부터 호 접속이 발생하면, 상기 접속 네트워크는 상기 단말의 임시 정보와 서비스형태지시자를 포함하는 갱
신요구메시지를 상기 데이터 위치 등록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는 상기 단말의 위치 정보와 서비스형태지시자를 포함하는 위치등록요구메시지를 소정의 로케이
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로케이션 서버는 상기 위치등록요구메시지를 수신하면, 가입자가 선택한 미리 저장된 서비스 존 정보에 따라 서비
스 존 영역내의 호 접속인 경우인지 판단하고, 상기 서비스 존 영역내의 호 접속인 경우, 서비스 옵션 정보와 존 리스트 정
보를 포함하는 위치등록응답메시지를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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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데이터위치등록기는 상기 접속 네트워크로부터 세션복구요구메시지를 수신 하면, 해당 단말의 서비스 옵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복구응답메시지를 상기 접속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스위치 시스템은 상기 접속 네트워크로부터 접속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에 대한 응답신호를 상기 접속 네트워
크로 전송하고, 해당 서비스 옵션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요구메시지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상기 등록요구메시지에 대한 처리결과정보를 포함하는 등록응답메시지를 상기 스위치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스위치 시스템은 상기 서비스 옵션 정보에 따라 생성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어카운트요구메시지를 소정 인증 계
산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 계산 시스템은 상기 어카운트요구메시지에 대한 처리결과정보를 포함하는 어카운트응답메시지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존 베이
스 서비스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형태지시자는 존 베이스 서비스 가입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자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존 베이스 서비스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존 정보는 시스템 식별자, 네트워크 식별자, 스위치 시스템 식별자, 셀 식별자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존 베이스 서비스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옵션 정보는 존 베이스 서비스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존 베이스 서비스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존 리스트 정보는 가입자가 선택한 서비스 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존 베이스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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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