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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허가 모바일 액세스 통신 시스템에서의 메시징

(57) 요약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에서 MS(mobile station)들과 UNC(UMA network controller)들 사이에서

메시징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들이 공개된다. UMAN와 연관된 각종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 URR(UMA Radio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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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들은 MS와 하나 이상의 UNC사이에서 교환된다. MS는 IP 망을 통해 상기 UNC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무선 AP

(access point)를 통해 UMAN을 액세스할 수 있다. URR 메시지들은 하위 IP 트랜스포트 상에 한 세트의 계층 프로토콜들

을 구비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S와 UNC 사이에서 전송된다.

대표도

도 1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MS(mobile station)와 상기 MS에 의해 개시되는 UNC(UMA(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 controller) 간의

URR(UMA Radio Resource) 접속을 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는 복

수의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IE는,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로서 식별하는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URR 접속 해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URR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들을 해제하도록, 상기 UNC를 통해 상기 MS에 의해 액세스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

는 허가 무선 액세스 망에 의해 사용되는 코어 망으로 상기 UNC로부터의 요청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RR 접속

해제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URR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코어 망에 의해 사용되는 적절한 자원들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RR 접속

해제 방법.

청구항 4.

UNC(UMA(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 controller)에 의한 해제의 개시를 통해 MS(mobile station)와 상기

UNC 간의 URR(UMA Radio Resource) 접속을 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URR 해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URR 해제 완료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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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RR 해제 메시지 및 URR 해제 완료 메시지의 각각은 복수의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URR 접속 해제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해제 메시지는 UMA 원인값 룩업 테이블을 통해 상기 URR 해제의 원인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값을 포함하는

UMA RR 원인 IE를 더 포함하는 URR 접속 해제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해제 메시지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재개 IE를 더 포함하는 URR 접속 해제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MS에서 모든 URR 자원들 및 트래픽 채널 자원들을 해제하는 단계; 및

상기 MS가 URR-아이들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RR 접속 해제 방법.

청구항 8.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포함하는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통해 MS(mobile station)를

페이징하고, 상기 UNC를 통해 상기 MS가 상기 UMAN으로의 URR 접속을 갖는 상기 MS 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해제 메시지 및 URR 해제 완료 메시지의 각각은 복수의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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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페이징 요청 메시지는 필요한 채널을 식별하는 채널 필요 IE, 및 상기 MS를 식별하는 모바일 아이덴티티 IE를 더 포

함하는 MS 페이징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를 지정하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 IE를 더 포함하는 MS 페이징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지정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MS 페이징 방

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를 더 포함하는 MS 페이징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UNC와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발생하는 허가 무선 액세스 망이 액세스 할 수 있는 코어 망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데 사

용되는 A-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UNC에서 상기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요청 메시지에서 식별되는 페이징될 MS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식별되는 MS에 대한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그 MS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MS 페이징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UNC와 페이징 CS 메시지를 발생하는 허가 무선 액세스 망이 액세스하기 쉬운 코어 망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데 사용

되는 Gb-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UNC에서 페이징 CS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페이징 CS 메시지에서 식별되는 페이징될 MS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식별되는 MS에 대한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그 MS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MS 페이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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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액세스하는 MS(mobile station)

의 클래스마크 질의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MS와 상기 UNC 사이에 URR(UMA Radio Resource)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를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하는 단계; 및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 및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의 각각은 복수의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

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클래스마크 질의 수행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2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클래스마크 질의 수행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3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이동국 클래스마크 정보 IE를 더 포함하는 클래스마크 질의 수행 방법.

청구항 17.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액세스하는 MS(mobile station)

에 클래스마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MS와 상기 UNC 사이에 URR(UMA Radio Resource)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 및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복수의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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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 지시기;

상기 메시지를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로서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 및

이동국 클래스마크 2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포함하는 클래스마크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3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이동국 클래스마크 정보 IE를 더 포함하는 클래스마크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구비하는 UMAN(UMA network)에서 동작하는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에 있어서,

IP(Internet Protocol) 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 1 망 인터페이스;

UMA 메시지들을 MS(mobile station)와 상기 UNC 간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MS에 전송하

거나 상기 MS로부터 수신하는데 사용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되, 상기 업 인터페이스는 상기 IP 망 인터페이스 상에

구현되는 복수의 계층을 포함하는 제 2 망 인터페이스;

상기 UNC를 제 2 무선 액세스 망이 액세스하기 쉬운 코어 망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제 3 망 인터페이스; 및

상기 UMAN에서 하나 이상의 MS 클라이언트와의 서버측 URR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

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URR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UNC.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형성된 URR 접속에 대응하는 자원들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

송되는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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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RR 클리어 요청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UNC는 상기 메시지들을 처리하고, 상기 URR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

들을 해제하라는 요청을, 상기 UNC를 통해 상기 MS에 의해 액세스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허가 무선 액세스 망에 의해

사용되는 코어 망에 전송하는 UNC.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형성된 URR 접속에 대응하는 자원들의 해제를 개시하기 위해 상기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

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해제 메시지; 및

상기 URR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로부터 수신되어 상기 UNC에 의해 처리되는 URR 해제 완료 메시지를 포함하

는 UNC.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해제 메시지는 UMA 원인값 룩업 테이블을 통해 상기 URR 해제의 원인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값을 포함하는

UMA RR 원인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해제 메시지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재개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 및

상기 UNC에 의해 처리되도록 상기 URR 페이징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를 포함하는 UNC.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를 지정하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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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지정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28.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UNC는,

상기 제 3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A-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코어 망으로부터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페이징 요청 메시지에서 식별되는 페이징될 MS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며,

상기 식별된 MS에 대한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발생하고,

상기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그 MS에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29.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UNC는,

상기 제 3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용되는 Gb-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코어 망으로부터 페이징 CS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페이징 CS 메시지에서 식별되는 페이징될 MS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며,

상기 식별된 MS에 대한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발생하고,

상기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그 MS에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3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 및

상기 UNC에 의해 처리되도록 상기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를 포함하는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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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2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3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이동국 클래스마크 정보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33.

이동국(MS)에 있어서,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1 무선 인터페이스;

비허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AP(access point)를 통해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2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2 무선 인터페이스;

IP(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해 상기 AP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상기 UMAN

과 통신하는 업 인터페이스; 및

상기 UMAN 내의 하나 이상의 UNC 서버들과의 클라이언트측 URR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

송되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URR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며,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형성된 URR 접속에 대응하는 자원들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상기 MS

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UNC로 전송되는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를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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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형성된 URR 접속에 대응하는 자원들의 해제를 개시하기 위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

송되는 URR 해제 메시지; 및

상기 URR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해제 완료 메시

지를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국은,

모든 URR 자원들 및 상기 URR 접속과 연관된 트래픽 채널 자원들을 해제하는 것; 및

URR-아이들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이동국.

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해제 메시지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재개 IE를 더 포함하고,

상기 URR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국은,

상기 GPRS 재개 IE에 포함된 GPRS 정보를 저장하는 것; 및

상기 UMAN을 통해 GPRS 서비스들을 재설정할 때 상기 GPRS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이동

국.

청구항 38.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 및

상기 URR 페이징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MS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페이징 응답 메

시지를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39.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를 지정하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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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지정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41.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42.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 및

상기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클

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를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2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3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이동국 클래스마크 정보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45.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 MS(mobile station)와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 상에서 실

행될 명령들의 각각의 부분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동작들은 하위 IP(Internet Protocol) 전송 상에 한 세트의 계층 프로토콜들을 포함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MS와

UNC 간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 URR(UMA(unlicensed mobile access)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 처

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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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위 IP 전송은 상기 MS와 상기 UNC가 IP 망을 통해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무선 AP(access point) 간의 무선 링크

에 의해 구현되고,

각각의 URR 메시지는 한 세트의 기본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맷을 갖고, 상기 기본 정보 요소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업 인터페이스의 UNC 서버측 애스펙트(aspect)들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명령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7.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업 인터페이스의 MS 클라이언트측 애스펙트들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명령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8.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형성된 URR 접속에 대응하는 자원들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MS에 의

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UNC로 전송되는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를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49.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형성된 URR 접속에 대응하는 자원들의 해제를 개시하기 위해 UNC로부터 MS로 전송되는

URR 해제 메시지; 및

상기 URR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해제 완료 메시

지를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이동국 상에서 실행되면 상기 URR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동작들을 수행하는 다른 명령들을 제공하며, 상기 동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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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RR 접속과 연관된 모든 URR 자원들 및 트래픽 채널 자원들을 해제하는 것; 및

URR-아이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해제 메시지는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재개 IE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계판독가능한 매체는, 이동국 상에서 실행되면 상기 URR 해제 메시지에 응답하여 다른 동작들을 수행하는 명령을

제공하며, 상기 동작들은,

상기 GPRS 재개 IE에 포함된 GPRS 정보를 저장하는 것; 및

상기 UMAN을 통해 GPRS 서비스들을 재설정할 때 상기 GPRS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2.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UNC로부터 MS로 전송되는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 및

상기 URR 페이징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MS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페이징 응답 메

시지를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를 지정하는 암호 키 시퀀스 넘버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4.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지정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

한 매체.

청구항 55.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는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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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 및

상기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S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보내지는 URR 클

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를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2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8.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3 표준에 의한 정의로서, 상기 MS에 대한 능력들을 정의하는 정

보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이동국 클래스마크 정보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59.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부터 제 2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MS(mobile station)와 상기 UMAN 사이에 전용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URR(UMA Radio Resource)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 및

URR 핸드오버 명령을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와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

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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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는 상기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를 완료하기 위해 상기 MS가 접속될 수 있는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셀들을 식별하는 적어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는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구비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2.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는 기본 IE들을 포함하고, 대응 룩업 테이블을 통해 상기 실패의 원인을 식별하는데 이용

되는 값을 갖는 UMA RR 원인 IE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3.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부터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2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

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MS(mobile station)와 상기 UMAN 사이에 UMA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UNC를 통해 상기 UMAN에 등록하는 단계;

URR(UMA Radio Resource)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와 상기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

들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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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며,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는 임베디드 핸드오버 명령 계층 3 메시지를 포함하는 IE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구비하는 핸드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5.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구비하는 UMAN(UMA network)에서 동작하는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에 있어서,

IP(Internet Protocol) 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 1 망 인터페이스;

UMA 메시지들을 상기 MS(mobile station)와 상기 UNC 간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MS에 전

송하거나 상기 MS로부터 수신하는데 이용되는 업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되, 상기 업 인터페이스는 상기 IP 망 인터페이스

상에 구현되는 복수의 계층을 포함하는 제 2 망 인터페이스;

상기 UNC를 제 2 무선 액세스 망이 액세스하기 쉬운 코어 망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제 3 망 인터페이스;

상기 UMAN과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 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URR 메시지들은,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및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및 상기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의 각각은 한 세트

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UNC.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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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는 상기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를 완료하기 위해 상기 MS가 접속될 수 있는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셀들을 식별하는 적어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67.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는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68.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MS로부터 수신되는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는,

프로토콜 식별자 IE;

스킵 지시기 IE;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 IE; 및

임베디드 핸드오버 명령 계층 3 메시지를 포함하는 IE를 포함하는 UNC.

청구항 69.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망 인터페이스는 GSM A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UNC.

청구항 70.

이동국(MS)에 있어서,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1 무선 인터페이스;

비허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AP(access point)를 통해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2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2 무선 인터페이스;

IP(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해 상기 AP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상기 UMAN

과 통신하는 업 인터페이스; 및

상기 제 1 무선 망과 상기 UMAN 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URR 메시지들은,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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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및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및 상기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의 각각은 한 세트

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는 상기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를 완료하기 위해 상기 MS가 접속될 수 있는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셀들을 식별하는 적어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72.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는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부터 상기 UMAN으로의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정보를 포

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73.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는 상기 UMAN으로부터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정보를 포

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74.

제 70 항에 있어서,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는,

프로토콜 식별자 IE;

스킵 지시기 IE;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 IE; 및

공개특허 10-2007-0044402

- 18 -



임베디드 핸드오버 명령 계층 3 메시지를 포함하는 IE를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75.

제 70 항에 있어서,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는,

프로토콜 식별자 IE;

스킵 지시기 IE; 및

상기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 IE를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76.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구비하는 이동국.

청구항 77.

동작들을 수행함으로써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부터 제 2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해 MS(mobile station)와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 상에서 실행될 명령들의 각각의 부분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동작들은, 상기 MS와 상기 UNC 간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AP(access point)를 통해 상기 MS와 상기 UNC 사이에

서 전송될 복수의 URR(UMA(unlicensed mobile access) Radio Resource) 핸드오버 메시지들을 발생 및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메시지들은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포함하며,

상기 URR 핸드오버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며,

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는 상기 UMAN으로부터의 상기 핸드오버를 완료하기 위해 상기 MS가 접속될 수 있는 상

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셀들을 식별하는 적어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

체.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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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RR 핸드오버 메시지들은 상기 기본 IE들 외에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정보를 포함하

는 적어도 하나의 정보 요소를 더 포함하는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79.

제 7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구비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80.

제 77 항에 있어서,

실행되면, 상기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는 것; 및 URR 핸드오버 실패 메

시지를 발생하여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명령들을 더 제공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는 기본 IE들을 포함하고, 대응 룩업 테이블을 통해 상기 실패의 원인을 식별하는데 이용

되는 값을 갖는 UMA RR 원인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81.

동작들을 수행함으로써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부터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2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위해 MS(mobile station)와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 상에서 실행될 명령들의 각각의 부분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동작들은,

상기 UNC를 통해 상기 이동국과 상기 UMAN 사이에 UMA 접속을 형성하는 것;

상기 UNC를 통해 상기 UMAN에 등록하는 것;

상기 URR(UMA Radio Resource)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것;

상기 MS를 위한 트래픽 채널 할당을 획득하는 것; 및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와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

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며,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는 임베디드 핸드오버 명령 계층 3 메시지를 포함하는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

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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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2.

제 8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구비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83.

제 81 항에 있어서,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 MS와 상기 UNC 상에서 실행될 명령들의 추가적인 각각의 부분들을 더 제공하며, 상기 동작

들은,

상기 UMAN에의 상기 MS의 등록에 응답하여, 상기 MS가 상기 UMAN와의 전용 접속을 형성하는데 이용되는 정보를 포

함하는 적절한 IE들을 포함하는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를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하는 것; 및

상기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를 상기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에 임베딩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

체.

청구항 84.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에 MS(mobile station)를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MS와 무선 AP(access point) 사이에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링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MS와 상기 AP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제 1 UNC(UMA network controller) 사이에 제 1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세션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MS로부터 상기 제 1 UNC로 전송되는 URR 등록 요청 메시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등록

메시지들을 상기 제 1 TCP 세션을 통해 상기 MS와 상기 제 1 UNC 사이에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며,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요청 메시지는,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

상기 MS가 GSM RR 아이들 상태인지 아니면 전용 상태인지를 정의하는 GSM RR(Radio Resource) 상태 IE; 및

AP 식별자 IE를 더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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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5.

제 84 항에 있어서,

상기 MS의 등록이 상기 UMAN에 의해 거절되었음을 지시하기 위해 URR 등록 거절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86.

제 84 항에 있어서,

제 2 UNC가 상기 MS를 서빙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 2 UNC를 액세스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

하는 단계;

상기 제 1 UNC로의 접속을 해제하는 단계;

상기 제 2 UNC와의 제 2 TCP 세션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TCP 세션을 통해 URR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제 2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87.

제 8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UNC를 액세스하기 위한 정보는,

상기 제 2 UNC의 FQDN(fully-qualified domain name) 또는 IP 주소인 값을 갖는 제 1 IE; 및

상기 제 2 UNC에 의해 호스팅되는 보안 게이트웨이의 FQDN(fully-qualified domain name) 또는 IP 주소인 값을 갖는

제 2 I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88.

제 86 항에 있어서,

상기 MS의 등록이 상기 UMAN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지시하기 위해 URR 등록 ACK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

기 MS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89.

제 88 항에 있어서,

최종 등록 또는 갱신 이후 셀 정보 중 하나의 셀 정보에서의 변화 또는 상기 MS를 서빙하는 AP에서의 변화를 검출하는 단

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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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 정보 또는 서빙 AP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

기 제 1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90.

제 89 항에 있어서,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리디렉트 메

시지는 상기 MS를 제 2 UNC로 리디렉팅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91.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는 상기 MS를 서빙하는 새로운 AP에서의 변화에 응답하여 전송되고, 상기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는 상기 새로운 AP의 위치를 식별하는 AP 위치 IE를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92.

제 89 항에 있어서,

URR 탈퇴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RR 탈퇴 메시지는 상기 등록 갱

신이 거절된 이유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93.

제 88 항에 있어서,

망-개시 갱신 이벤트를 검출하는 단계;

URR 등록 갱신 다운링크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94.

제 93 항에 있어서,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리디렉트 메

시지는 상기 MS를 제 2 UNC로 리디렉팅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청구항 95.

제 84 항에 있어서,

URR 탈퇴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URR 탈퇴 메시지는 상기 탈퇴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IE를 포함하는 MS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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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6.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구비하는 UMAN(UMA network)에서 동작하는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에 있어서,

IP(Internet Protocol) 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 1 망 인터페이스;

UMA 메시지들을 MS(mobile station)와 상기 UNC 간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MS에 전송하

거나 상기 MS로부터 수신하는데 사용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되, 상기 업 인터페이스는 상기 IP 망 인터페이스 상에

구현되는 복수의 계층을 포함하는 제 2 망 인터페이스;

상기 UNC를 제 2 무선 액세스 망이 액세스하기 쉬운 코어 망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제 3 망 인터페이스;

상기 UMAN에서 이동국들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메시지들은,

URR 등록 요청 메시지;

URR 등록 ACK 메시지; 및

URR 등록 거절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요청 메시지, URR 등록 ACK 메시지, 및 URR 등록 거절 메시지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요청 메시지는,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

상기 MS가 GSM RR 아이들 상태인지 아니면 전용 상태인지를 정의하는 GSM RR(Radio Resource) 상태 IE; 및

AP 식별자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97.

제 96 항에 있어서,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는,

상기 제 2 UNC의 FQDN(fully-qualified domain name) 또는 IP 주소인 값을 갖는 제 1 IE; 및

상기 제 2 UNC에 의해 호스팅되는 보안 게이트웨이의 FQDN(fully-qualified domain name) 또는 IP 주소인 값을 갖는

제 2 I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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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8.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거절 메시지는 상기 등록 거절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99.

제 96 항에 있어서,

URR 등록 갱신 다운링크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UNC.

청구항 100.

제 96 항에 있어서,

URR 탈퇴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UNC.

청구항 101.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망 인터페이스는 GERAN 코어 망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UNC.

청구항 102.

이동국(MS)에 있어서,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1 무선 인터페이스;

비허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AP(access point)를 통해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2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2 무선 인터페이스;

IP(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해 상기 AP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상기 UMAN

과 통신하는 업 인터페이스; 및

상기 UMAN에서 상기 MS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URR 메시지들은,

URR 등록 요청 메시지;

URR 등록 ACK 메시지; 및

URR 등록 거절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요청 메시지, URR 등록 ACK 메시지, 및 URR 등록 거절 메시지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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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요청 메시지는,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

상기 MS가 GSM RR 아이들 상태인지 아니면 전용 상태인지를 정의하는 GSM RR(Radio Resource) 상태 IE; 및

AP 식별자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103.

제 102 항에 있어서,

최종 등록 또는 갱신 이후 허가된 셀 정보 중 하나의 셀 정보에서의 변화 또는 상기 MS를 서빙하는 상기 AP에서의 변화를

검출하는 수단; 및

상기 허가된 셀 정보 또는 서빙 AP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UNC로 전송될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이동국.

청구항 104.

제 102 항에 있어서,

상기 AP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는 상기 UMAN 내의 UNC들에 대한 DNS(Domain Name Server) 질의를 수행하는 수단

을 더 구비하는 이동국.

청구항 105.

제 10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구비하는 이동국.

청구항 106.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 MS(mobile station)와 하나 이상의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 상에서 실행될 명령들의 각각의 부분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동작들은 UMAN(UMA network)에서의 상기 MS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MS와 하나 이상의 UNC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복수의 URR(UMA(unlicensed mobile access)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은 하위 IP(Internet Protocol) 전송 상에 구현되는 한 세트의 계층 프로토콜들을 포함하는 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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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며, 상기 하위 IP 전송은 상기 MS와 상기 하나 이상의 UNC가 IP 망을 통해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무선 AP(access point) 간의 무선 링크에 의해 구현되고, 상기 메시지 교환은 상기 MS에 의해 발생된 URR 등록 요청 메

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제 1 UNC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며,

각각의 URR 메시지는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07.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요청 메시지 내의 IE들은,

상기 MS를 식별하기 위한 모바일 아이덴티티 IE;

상기 MS가 GSM RR 아이들 상태인지 아니면 전용 상태인지를 정의하는 GSM RR(Radio Resource) 상태 IE; 및

AP 식별자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08.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은 상기 MS의 등록이 상기 UMAN에 의해 거절되었음을 지시하기 위해 UNC에 의해 발생되어

MS로 전송되는 URR 등록 거절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09.

제 106 항에 있어서,

실행되면 동작들을 수행하는 명령들을 더 제공하며,

상기 동작들은,

상기 MS와 무선 AP(access point) 사이에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링크를 형성하는 것;

상기 MS와 상기 AP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제 1 UNC 사이에 제 1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세션을 형성

하는 것;

상기 제 1 TCP 세션을 통해 상기 MS로부터 상기 제 1 UNC로 제 1 URR 등록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것;

제 2 UNC가 상기 MS를 서빙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

상기 제 2 UNC를 액세스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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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UNC로의 접속을 해제하는 것;

상기 제 2 UNC와의 제 2 TCP 세션을 형성하는 것; 및

상기 제 2 TCP 세션을 통해 URR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제 2 UNC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계-판

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0.

제 10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UNC를 액세스하기 위한 정보는,

상기 제 2 UNC의 FQDN(fully-qualified domain name) 또는 IP 주소인 값을 갖는 제 1 IE; 및

상기 제 2 UNC에 의해 호스팅되는 보안 게이트웨이의 FQDN(fully-qualified domain name) 또는 IP 주소인 값을 갖는

제 2 I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1.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은 상기 MS의 등록이 상기 UMAN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지시하기 위해 제 1 UNC로부터 MS로

전송되는 URR 등록 ACK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2.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은 허가 셀 정보 또는 서빙 AP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MS로부터 제 1 UNC로

전송되는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3.

제 112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는 상기 MS를 서빙하는 새로운 AP에서의 변화에 응답하여 전송되고, 상기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는 상기 새로운 AP의 위치를 식별하는 AP 위치 IE를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4.

제 106 항에 있어서,

실행되면 동작들을 수행하는 명령들을 더 제공하고, 상기 동작들은,

제 2 UNC가 상기 제 UNC보다 상기 MS를 서빙하기 위해 더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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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S를 상기 제 2 UNC로 리디렉팅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상기 제 1 UNC로부터 상

기 MS로 보내는 것을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5.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은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UNC로부터 MS로 전송되는 URR 등록 갱신 다운링크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6.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업 인터페이스의 UNC 서버측 애스펙트들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명령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7.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업 인터페이스의 UNC 클라이언트측 애스펙트들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명령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8.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은 상기 MS의 탈퇴를 개시하기 위해 UNC에 의해 발생되어 MS로 전송되는 URR 탈퇴 메시지를

더 포함하고, 상기 URR 탈퇴 메시지는 상기 탈퇴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IE를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19.

제 2 무선 액세스 망을 구비하는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통해 제 1 무선 액세스 망에 의해 호스팅

되는 음성 베어러(voice bearer) 서비스들을 액세스하기 위해 MS(mobile station)에 대한 음성 베어러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MS와 무선 AP(access point) 사이에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링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MS와 상기 AP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제 1 UNC(UMA network controller) 사이에 전용 접속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채널 활성화 메시지들을 상기 MS와 상기

UNC 사이에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URR 채널 활성화 메시지들은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할당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를 포함하며,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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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고,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위해 사용될 채널 모드를 지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채널 모드

IE를 더 포함하는 음성 베어러 채널 방법.

청구항 120.

제 119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확인 응답하는 URR 활성화 채널 ACK 메시지를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음성 베어러 채널 할당 방법.

청구항 121.

제 120 항에 있어서,

업링크를 위해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지시하기 위해 URR 활성화 채널 완료 메시지를 상기 UNC로부

터 상기 MS로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음성 베어러 채널 할당 방법.

청구항 122.

제 119 항에 있어서,

상기 MS가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음을 지시하기 위해 URR 활성화 채널 실패 메시지를 상기 MS로부

터 상기 UNC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음성 베어러 채널 할당 방법.

청구항 123.

제 11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 이용되는 암호 모드 설정 정보를 더

포함하는 음성 베어러 채널 할당 방법.

청구항 124.

제 1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포함하는 음성 베어러 채널 할당 방법.

청구항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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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업링크 부분에서 이용될 정보 식별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적어

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UNC로의 업링크를 위한 IP 주소;

전송 포트 주소;

전송 프로토콜;

샘플 크기; 및

페이로드 타입 중 적어도 하나를 식별하는 음성 베어러 채널 할당 방법.

청구항 126.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구비하는 UMAN(UMA network)에서 동작하는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에 있어서,

IP(Internet Protocol) 망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제 1 망 인터페이스;

UMA 메시지들을 MS(mobile station)와 상기 UNC 간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MS에 전송하

거나 상기 MS로부터 수신하는데 사용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되, 상기 업 인터페이스는 상기 IP 망 인터페이스 상에

구현되는 복수의 계층을 포함하는 제 2 망 인터페이스;

상기 UNC를 제 2 무선 액세스 망이 액세스하기 쉬운 코어 망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제 3 망 인터페이스;

상기 UMAN에서 이동국들을 위한 음성 베어러 채널들의 할당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복수

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URR 메시지들은 상기 MS로의

음성 베어러 채널의 할당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를 포

함하며,

상기 URR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고,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위해 이용될 채널 모드를 지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채널 모드

IE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127.

제 126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확인 응답하는, MS로부터 UNC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ACK 메시지를

처리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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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8.

제 126 항에 있어서,

업링크를 위해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지시하기 위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활성

화 채널 완료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UNC.

청구항 129.

제 12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 이용되는 암호 모드 설정 정보를 더

포함하는 UNC.

청구항 130.

제 1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포함하는 UNC.

청구항 131.

제 1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망 인터페이스는 A 인터페이스를 구비하는 UNC.

청구항 132.

제 126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업링크 부분에서 이용될 정보 식별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적어

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UNC로의 업링크를 위한 IP 주소;

전송 포트 주소;

전송 프로토콜;

샘플 크기; 및

페이로드 타입 중 적어도 하나를 식별하는 UNC.

청구항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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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MS)에 있어서,

제 1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1 무선 인터페이스;

비허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AP(access point)를 통해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구비하는 제 2

무선 액세스 망을 액세스하는 제 2 무선 인터페이스;

IP(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해 상기 AP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UNC(UMA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상기 UMAN

과 통신하는 업 인터페이스; 및

상기 UMAN에서 상기 MS를 위한 음성 베어러 채널의 할당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는 복수의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수단은 상기 MS로의 음성 베어러

채널의 할당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를 처리하는 수단을 포함하

며,

상기 URR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고,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위해 이용될 채널 모드를 지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채널 모드

IE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134.

제 133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확인 응답하는, MS로부터 UNC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ACK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이동국.

청구항 135.

제 1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ACK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다운링크 부분에서 이용될 정보 식별 파라미터들을 포함

하는 적어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MS로의 다운링크를 위한 IP 주소;

전송 포트 주소;

전송 프로토콜;

샘플 크기; 및

페이로드 타입 중 적어도 하나를 식별하는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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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6.

제 133 항에 있어서,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활성화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지시하기 위해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실패 메시지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이동국.

청구항 137.

제 133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 이용되는 암호 모드 설정 정보를 더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138.

제 13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139.

동작들을 수행함으로써 제 2 무선 액세스 망을 구비하는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을 통해 제 1 무선

액세스 망에 의해 호스팅되는 음성 베어러 서비스들을 액세스하기 위해 MS(mobile station)에 대한 음성 베어러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상기 MS와 UNC(unlicensed mobile access (UMA) network controller) 상에서 실행될 명령들의 각각의

부분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동작들은 UMAN에서의 상기 MS에 대한 음성 베어러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복수의 URR(UMA(unlicensed mobile

access) Radio Resource) 채널 활성화 메시지들을 발생 및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URR 등록 메시지들은 하위 IP

(Internet Protocol) 전송 상에 구현되는 한 세트의 계층 프로토콜들을 포함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되며, 상기 하

위 IP 전송은 상기 MS와 상기 UNC가 IP 망을 통해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무선 AP(access point) 간의 무선 링크에 의해

구현되고, 상기 URR 채널 활성화 메시지들은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할당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UNC로부터 상기 MS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를 포함하며, 상기 URR 채널 활성화 메시지들의 각각은 한 세트의 기본 IE(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상기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상기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을 포함하며,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위해 이용될 채널 모드를 지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채널 모드

IE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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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채널 활성화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확인 응답하는, MS로부터 UNC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ACK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1.

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채널 활성화 메시지들은 업링크를 위해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지시하기 위해 UNC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UNC로부터 MS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완료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2.

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채널 활성화 메시지들은 상기 MS가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음을 지시하기 위해 MS에 의해

발생되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전송되는 URR 활성화 채널 실패 메시지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3.

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으로의 핸드오버의 경우에 이용되는 암호 모드 설정 정보를 더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4.

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무선 액세스 망은 GERAN(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DGE Radio Access Network)

을 포함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5.

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업 인터페이스의 UNC 서버측 애스펙트들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명령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46.

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업 인터페이스의 MS 클라이언트측 애스펙트들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명령들을 제공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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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7.

제 139 항에 있어서,

상기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업링크 부분에서 이용될 정보 식별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적어

도 하나의 IE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UNC로의 업링크를 위한 IP 주소;

전송 포트 주소;

전송 프로토콜;

샘플 크기; 및

페이로드 타입 중 적어도 하나를 식별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의 상호 참조

이 출원은 2004년 5월 14일에 출원된 가특허출원 제 60/571,421호("Up Interface Stage 3 Description")의 우선권을 주

장한다. 이 출원은 2003년 10월 17일에 출원된 미국 비-가출원 제 10/688,470 호("Apparatus and Method for

Extending the Coverage Area of License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an Unlicense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의 일부 계속 출원인, 2004년 12월 15일에 출원된 미국 비-가출원 제 11/013,883 호

("Apparatus and Method for Extending the Coverage Area of License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an

Unlicensed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의 일부 계속 출원이고 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이 출원은 또한

2004년 4월 22일에 출원된 가특허출원 제 60/564,696 호("UMA network controller (UNC) Selection and UMA

Location Services Support Mechanisms")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2005년 3월 31일에 출원된 미국 비-가출원 제

11/097,866호("A Method and System for Registering an Unlicensed Mobile Access Subscriber with a Network

Controller")의 일부 계속 출원이며 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이 출원은 2002년 4월 2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의 미국 출원 제 10/115,833 호("Unlicensed Wireless Communications

Base Station to Facilitate Unlicensed and Licensed Wireless Communications with a Subscriber Device, and

Method of Operation") 및 2002년 9월 20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10/251,901 호("Apparatus for Supporting the

Handover of a Telecommunication Session between a Licensed Wireless System and an Unlicensed Wireless

System")와 관련되어 있고, 각 공보는 본원의 참고 문헌이다. 또한, 이 출원은 2005년 5월 12일에 출원된 미국 출원 제

호, 대리인 사건 번호 제 007090.P032 호, 제 007090.P032 호, 제 007090.P032 호에 공개된 공통된 기술적 요지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분야는 일반적으로 통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허가 및 비허가 무선 인프라구조를 포함하는 UMA

(unlicensed mobile access)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메시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허가 무선 시스템들은 무선 트랜시버들을 사용하여 모바일 무선 통신을 개개인들에게 제공한다. 허가 무선 시스템들은 공

중 셀룰러 전화기 시스템들 및/또는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전화 시스템들을 말한다. 무선 트랜시버들

은 셀룰러 전화기, PCS 전화기, 무선 구동식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무선 모뎀 등을 포함한다.

허가 무선 시스템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무선 신호 주파수들을 이용한다. 이들 주파수를 액세스하는데 많은 비용이 지

불된다. 허가 주파수 상에서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의 기지국(BS) 장비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지국들은 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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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1 마일 정도 떨어져 설치된다(예컨대, 셀룰러 망 내의 셀룰러 탑들). 일반적인 허가 무선 시스템들이 이용하는 무선 전

송 메커니즘 및 주파수들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범위를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허가 무선 시스템들에서의 서비스 품질(음

성 품질 및 데이터 전송 속도)은 지상 통신 라인(유선) 접속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보다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허가 무선 시스템의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 서비스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

지상 통신 라인(유선) 접속들이 널리 배치되어, 일반적으로 고품질의 음성 서비스 및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수행한다. 지상 통신 라인 접속들의 문제점은 상기 접속들이 사용자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지상 통신

라인으로의 물리 접속이 요구되었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지상 통신 라인 기반 망들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비허가 무선 통신 시스템들의 사

용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왔다. 예컨대, 이와 같은 비허가 무선 시스템들은 IEEE 802.1 la, b 또는 g 표준(WiFi) 또는 블루

투스TM 표준에 기초하는 무선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들과 연관된 이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100 미터 이

하 정도이다. 일반적인 비허가 무선 통신 시스템은 지상 통신 라인 기반 망에의 물리 접속(예컨대, 동축, 트위스티드 페어

(twisted pair), 또는 광 케이블)을 갖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를 구비하는 기지국을 포함한다. AP는 AP의 적당한 거리

내에서 동작하는 무선 핸드셋과의 통신을 구현하는 RF 트랜시버를 가지며, 여기서 WiFi 표준 및 블루투스TM 표준이 지원

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상기한 허가 무선 시스템들이 지원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이 옵션은 고품

질 서비스들을 저비용으로 제공하나, 상기 서비스들은 기지국으로부터 적당한 거리까지만 확장될 뿐이다.

현재, 허가 무선 시스템과 비허가 무선 시스템의 사용을 끊김 없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사용자는 단

일 핸드셋을 통해, 비허가 무선 시스템의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비허가 무선 시스템을 액세스하고 비허가 무선 시스템의 범

위 밖에 있을 때는 허가 무선 시스템을 액세스할 수 있다. 비허가 무선 망들이 있고 이들을 적절한 망 제어기에 디렉팅한

다. 각종 제공자에 의한 보다 빠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 채널 활성화, 핸드오버 등과 같은 각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세트의 메시지들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양태들에 따라, UMAN(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에서 MS(mobile station)들과 UNC(UMA

network controller)들 사이에서 메시징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들이 공개된다. 각종 동작들을 구현하기 위해,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지들이 MS와 UMAN에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UNC 사이에서 교환된다. 802.11 기반 링크 또는

블루투스TM 링크와 같은 비허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 링크를 이용함으로써, 상기 MS는 IP 망을 통해 상기 UNC

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무선 AP(access point)를 통해 UMAN을 액세스할 수 있다. URR 메시지들은 하위 IP 트랜스포

트 상에 한 세트의 계층 프로토콜들을 포함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MS와 UNC 사이에서 전송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서, 특정 포맷들을 갖는 URR 메시지들이 공개된다. URR 메시지들의 각각은 하나의 기본 세트의 IE

(information element)들을 포함하고, 이 IE들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및 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타입

을 포함한다. 또한, 각각의 특별한 URR 핸드오버 메시지에 관련된 IE들이 공개된다.

본 발명의 상기한 측면들 및 다수의 부수적인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과 함께 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될 것이며, 여기서 동일한 참조 부호들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각종 도면을 통해 동일한 부분들을 참조한다.

실시예

다음 설명에서, 수많은 특정 상세 내용들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된다. 그러나, 당업자

는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특정 상세 내용들 없이 또는 다른 방법, 구성 요소들, 재료 등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

다. 다른 예들에서는, 본 발명이 불명료해지지 않도록 잘 알려진 구조, 재료, 또는 동작은 상세히 도시 또는 설명되지 않는

다.

이 명세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실시예" 또는 "일실시예"의 참조는 이 실시예와 함께 설명되는 특별한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이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명세서의 여러 장소에서 문구 "하나의 실시예에

서" 또는 "일실시예에서"의 등장은 모두 반드시 동일한 실시예를 참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별한 특징, 구조, 또

는 특성은 하나 이상의 실시예들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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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에서, 비허가 무선 시스템은 "실내" 솔루션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 짧은 범위 무선 시스템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출

원을 통해 비허가 무선 시스템은 건물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비허가 무선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되는 기업체 구내의 실외

부분과 같은 로컬 실외 지역을 커버하는 비허가 무선 시스템들을 포함한다. 이동국은 예컨대, 무선 폰, 스마트 폰,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또는 모바일 컴퓨터일 수 있다. "이동국"은 또한, 예컨대,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또는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 단말들을 무선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한 세트의 단말 어댑터 기

능들을 제공하는 고정식 무선 디바이스일 수 있다. 이 타입의 디바이스에 본 발명을 적용하면, 무선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무선 시스템에 의해 충분히 커버되지 않은 사용자 위치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지상 통신 라인 대체 서비스를 사용자들에 제

공할 수 있다. 본 설명은 UMA 컨소시엄이 발표한 UMA(Unlicensed Mobile Access) 표준화된 아키텍처의 문맥 내에 있

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의 설명 전체에 걸쳐, 무선 서비스를 위한 통신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두문자어들이 본 발명에 특정된 두문자

어들과 함께 사용된다. 이 출원에 특정된 두문자어들의 테이블이 부록 1에 포함되어 있다.

도 l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UMA(Unlicensed Mobile Access) 아키텍처(100)를 예시한다. UMA 아키텍처(100)

를 이용하여 이동국(102)의 사용자는 액세스 허가 무선 통신 세션(106) 또는 비허가 무선 통신 세션(108)을 통해 음성 및

통신망(104)을 액세스할 수 있다. 통신망(104)은 음성 망(112)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이동 교환국(MSC)(110), 및 데

이터 망(116)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SGSN(Serving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114)을

포함한다. MSC(110)는 또한 내부 VLR(visitor location register) 기능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허가 무선 통신 세션은 통신망(104)을 포함하는 허가 무선 망(118)이 제공하는 인프라구조에 의

해 구현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허가 무선 망(118)은 각각의 허가 무선 링크들(122)(예컨대, 허가 대역폭 내의 무선 주파

수를 이용하는 무선 링크들)을 통한 각종 이동국들(102)을 위한 무선 통신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다수의 BTS(base

transceiver stations)(120)(간단화를 위해 하나만 도시됨)를 포함하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기반 셀룰러 망에 공통인 구성 요소들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BTS들(120)은 넓은 서비스 영역

을 커버하는 셀룰러 구성(각 셀마다 하나)으로 이루어진다. 주어진 영역 또는 지역을 위한 각종 BTS들(120)은 BSC(base

station controller)(124)에 의해 관리되며, 각 BTS(120)는 사설 트렁크(126)를 통해 BSC(124)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된

다. 일반적으로, 지역 또는 전국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망과 같은 대형 허가 무선 망이 다수의 BSC들

(124)을 포함할 것이다.

각 BSC(124)은 표준 기지국 제어기 인터페이스(126)를 통해 통신망(104)과 통신한다. 예컨대, BSC(124)는 회선 교환 음

성 서비스용의 GSM A-인터페이스를 통해 MSC(110)과 통신할 수 있고, 패킷 데이터 서비스(GPRS)용의 GSM Gb 인터페

이스를 통해 SGSN(114)과 통신할 수 있다. 종래 허가 음성 및 데이터 망들(104)은 하나의 인식된 BSC(124)로부터 다른

BSC(도시되지 않음)로의 끊김 없는 핸드오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들을 포함한다.

비허가 통신 세션(108)은 실내 기지국(130)을 구비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128)를 통해 구현된다. 일반적으로,

AP(128)는 가정(132) 또는 사무실 건물(134)과 같은 고정 구조 내에 위치될 것이다. 실내 기지국(130)의 서비스 영역이

건물 또는 캠퍼스의 실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이해되더라도, 실내 기지국(130)의 서비스 영역은 건물의 실내 부분을

포함한다. 비허가 통신 세션(108)을 나타내는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102)은 비허가 무선 채널(136), 액세스

포인트(128), 액세스 망(138), 및 UNC(unlicensed mobile access network controller)(140)를 포함하는 제 2 데이터 경

로를 통해 통신망(114)에 접속될 수 있다. UNC(140)는 기지국 제어기 인터페이스(126A)와 유사한 기지국 제어기 인터페

이스(126B)를 이용하여 통신망(104)과 통신하고, GSM A 인터페이스 및 Gb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AP(128)는 메모리

에 저장되어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하도록 된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도 1a에 도시되지 않음) 상에서 실행되는 소

프트웨어 엔티티들을 포함할 수 있다.

비허가 무선 채널(136)은 비허가 무료 스펙트럼(예컨대, 2.4 GHz, 5 GHz, 11-66 GHz 근처의 스펙트럼) 내의 파장(또는

파장 범위)을 이용하는 무선 링크에 의해 구현된다. 비허가 무선 채널(136)을 호스팅하는 비허가 무선 서비스는 해당 통신

프로토콜을 가질 수 있다. 예로서, 비허가 무선 서비스는 블루투스TM 호환 무선 서비스 또는 무선 LAN(local area

network)(WiFi) 서비스(예컨대, IEEE 802.11a, b, 또는 g 무선 표준)일 수 있다. 이는 비허가 무선 서비스의 서비스 지역

에서(즉, 대응 AP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잠재적으로 향상되는 서비스 품질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비

허가 AP의 범위 내에 있을 때 저비용, 고속, 및 고품질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가 무선 시스템에

의해 신뢰성 있게 서비스될 수 없을 수 있는 위치의 건물 내에서도 핸드셋이 깊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확장된 서비스 범위를 즐긴다. 동시에, 가입자는 통신 두절 없이 비허가 AP의 범위 밖에서 로밍할 수 있다. 대신에, 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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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의 범위 밖에서의 로밍으로 끊김 없는 핸드오프(핸드오버라고도 함)가 가능하며, 여기서 통신 서비스들은 미국 특허 출

원 제 10/115,833 호에서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허가 무선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공되며, 이 공보는 본원의 참고

문헌이다.

이동국(102)은 통신 세션들을 관리하기 위한 무선 프로토콜들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들을 저장하는 마이

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b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일실시예에서, 이동국(102)은 레이

어 1 프로토콜 계층(142), 레이어 2 프로토콜 계층(144), 및 허가 무선 서비스용의 레이어 3 시그널링 프로토콜 계층을 포

함하고, 레이어 3 시그널링 프로토콜 계층은 RR(raido resource) 서브 계층(146), MM(mobility management) 서브 계층

(148), 및 CM(call management) 계층(150)을 포함한다. 레벨 1 층, 레벨 2 계층, 및 레벨 3 계층은 소프트웨어 "엔티티들

"로서 설명될 수도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구현될 수 있음은 이해될 것이다. 허가 무선 서비스들에 대한 통상의 명칭에

따라, 레이어 1은 물리 계층, 즉, 무선 통신 세션을 위한 물리 기저대이다. 물리 계층은 무선 인터페이스의 최하 계층이고,

물리 무선 링크를 통해 비트 스트림들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레이어 2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

은 이동국과 기지국 제어기 사이에 시그널링을 제공한다. RR 서브 계층은 이동국이 전용 모드에 있는 시간인 RR-세션의

관리뿐만 아니라, 무선 채널, 전력 제어기, 불연속 송수신, 및 핸드오버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동 관리층은 가입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관리한다. 이동 관리층은 예컨대, 이동국 위치, 보안 기능들, 및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호 제어

관리 계층은 종단간 호 설정을 위한 제어를 제공한다. 허가 무선 시스템을 위한 이들 기능은 무선 통신 분야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동국은 또한 비허가 무선 서비스 물리 계층(152)(즉, 블루투스, WiFi, 또는 다른 비허가 무선 채널(예컨대, WiMAX)과

같은 비허가 무선 서비스용 물리 계층)을 포함할 수 있다. 이동국은 또한 비허가 무선 서비스 레벨 2 링크 계층(154), 및 비

허가 무선 서비스 무선 자원 서브 계층(들)(156)을 포함한다. 이동국(102)이 비허가 AP(128)의 범위 내에 있을 때 모바일

관리층(148)과 호 관리 계층(150)이 비허가 무선 서비스 무선 자원 서브 계층(156) 및 비허가 무선 서비스 링크 계층(154)

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허가된 RR 서브 계층(146)과 비허가 무선 서비스 RR 서브 계층(156) 간의 스위

칭을 지원하기 위해 액세스 모드 스위치(160)가 포함된다.

비허가 무선 자원 서브 계층(156) 및 비허가 링크 계층(154)은 허가 무선 시스템과 비허가 무선 시스템 간의 끊김 없는 핸

드오프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된 프로토콜들 외에 이용되는 비허가 무선 서비스에 특정된 프로토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

라서, 비허가 무선 자원 서브 계층(156) 및 비허가 링크 계층(154)은 MSC, SGSN, 또는 다른 음성 또는 데이터 망에 의해

인식되는 종래 기지국 제어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126)과 호환되는 포맷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도 1c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이동국(102), AP(128) 및 UNC(140)는 비허가 서비스의 레벨 1 계층, 레벨 2

계층, 및 레벨 3 계층을 종래의 BSS(base station subnetwork) 인터페이스(126B)(예컨대, A-인터페이스 또는 Gb-인터

페이스)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프로토콜 변환 결과, 음성 망/데이터 망(104)에 투명한 통신 세션

이 설정될 수 있으며, 즉, 음성/데이터 망(104)은 종래 BTS에 의해 처리되는 종래 통신 세션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통신

세션을 위해 자신의 표준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들을 이용한다. 예컨대, 일부 실시예에서, 이동국(102) 및 UNC(140)는

위치 갱신 및 서비스 요청들을 개시 및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음성/데이터 망(104)에 투명한 서비스들의 끊김

없는 핸드오프를 위한 프로토콜들이 구현된다. 이에 따라, 예컨대, 단일 폰 번호가 허가 무선 서비스 및 비허가 무선 서비

스에 이용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에 따라, 전통적으로 허가 무선 서비스들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이 비허가 무선 서비스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동국이 종래 폰 서비스들을 액세스하는 중에 높은

대역폭 비허가 무선 서비스에 의해 서비스되는 영역 내에 위치될 때에는 잠재적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린다.

허가된 무선 서비스는 음성/데이터 망(104)을 위해 정의된 BSS 인터페이스 프로토콜(126)을 가진 허가 무선 서비스를 포

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른 허가 무선 서비스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해되더라도, 일실시예에서는, 허가 무선

서비스는 GSM/GPRS 무선 액세스 망이다. 이 실시예를 위해, UNC(140)는 표준 GSM BSS 망 요소가 사용하는 동일한 기

지국 제어기 인터페이스들(126)을 통해 GSM 코어 망에 접속한다. 예컨대, GSM 응용에서, 이들 인터페이스들은 회선 교

환 음성 서비스들을 위한 GSM A-인터페이스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들(GPRS)을 위한 GSM Gb 인터페이스이다. 본 발명

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응용에서, UNC(140)는 회선 교환 음성 서비스들을 위한

UMTS Iu-cs 인터페이스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들을 위한 UMTS Iu-ps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UMTS 망에 접속한다.

본 발명의 CDMA 응용에서, UNC(140)는 회선 교환 음성 서비스들을 위한 CDMA Al 및 A2 인터페이스들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들을 위한 CDMA A10 및 A11 인터페이스들을 이용하여 CDMA 망과 접속한다.

GSM/GPRS 실시예에서, UNC(140)는 GSM/GPRS 코어 망에 GSM BSS 망 요소로서 나타나 이로써 관리되고 동작된다.

이 아키텍처에서, 트랜잭션 제어(예컨대, 호 처리)의 원리 요소들이 상위 망 요소들, 즉 MSC(110) VLR(visitor location

공개특허 10-2007-0044402

- 39 -



register) 및 SGSN(114)에 의해 제공된다. 허가받은 이동국들은 액세스 AP(128)의 서비스 영역의 밖에 있는 경우에는 직

접 GSM 무선 액세스 망을 통해 또는 AP의 서비스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UMA 망 시스템을 통해 GSM/GPRS 코어 망

을 액세스할 수 있다.

UMA 아키텍처(100)에 의해 호스팅되는 통신 세션은 음성 망(112) 또는 데이터 망(116)에 투명하므로, 비허가 무선 서비

스는 일반적으로 무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사용자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다. GSM 경우에, 이는 일반적

으로 다음의 기본 서비스들, 즉 전화; 긴급 호(예컨대, 북미에서의 E911 호); 단문 메시지, MT/PP(mobile-terminated

point-to-point); 단문 메시지, MO/PP(mobile-originated point-to-point); GPRS 운반 서비스들; 핸드오버(실외-실내,

실내-실외, 음성, 데이터, SMS, SS)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GSM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각종 보충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다.

도 2a는 블루투스 시그널링을 통해 비허가 무선 링크를 제공하는 이동국(102)의 일실시예를 위한 레벨 1, 레벨 2, 및 레벨

3 GSM- 관련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개요를 제공한다. 예시된 바와 같이, 두 논리 RR(radio resource) 관리 엔티티들, 즉

GSM RR 엔티티(202) 및 UMA-RR 엔티티(204)가 있다. 프로토콜 아키텍처는 GSM 기저대 레벨 1 계층(206); GSM 레벨

2 링크 계층(LAPDm)(208); 블루투스 기저대 레벨 1 계층(210); 레이어 2 접속 액세스 절차(L2CAP) 계층(212) 및 BNEP

계층(213)을 포함하는 블루투스 레벨 2 계층들(211); 액세스 모드 스위치(214); 및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216)을 포함한

다. 이동국이 UMA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 UMA-RR 엔티티(204)는 지정된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RR-SAP)를 통해

이동 관리(MM) 서브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서빙하는" RR 엔티티이다. GSM RR 엔티티는 이 모드에서 MM 서

브 계층으로부터 분리된다. UMA-RR 엔티티(204)는 새로운 세트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여러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UMA-RR 엔티티는 UMA 커버리지의 발견 및 UMA 등록을 수행한다. 둘째, UMA-RR 엔티티는 기대된 서비스들을 MM

계층에 제공하기 위해, 즉, RR 접속들을 생성, 유지 및 해제하기 위해 GSM RR 계층의 에뮬레이션(emulation)을 행한다.

RR-SAP를 위해 정의된 모든 기존의 GSM 04.07 프리미티브(primitive)들이 적용된다. UMA-RR 엔티티(204)의 플로그

인은 이 방식으로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에 투명해진다. 셋째, UMA-RR 엔티티(204) 모듈은 위에서 참조한 미국 특허 출원

제 10/688,470 호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액세스 모드 스위칭 및 핸드오버를 관리하기 위해 GSM RR 엔티티와의

정합을 행한다

도 2b는 IEEE 802.11 시그널링을 통해 비허가 무선 링크들을 제공하는 이동국(102)의 일실시예를 위한 레벨 1, 레벨 2,

및 레벨 3 GSM-관련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개요를 제공한다. 블루투스 계층들이 802.11 PHY 계층(218) 및 802.11 MAC

계층(220)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엔티티들 및 계층들은 도 2a에 대해 위에서 설명된 바와 동일하다.

도 3a는 일실시예에 따라 CS(circuit switched) 도메인 시그널링뿐만 아니라 UMA-특정 시그널링을 지원하는 업 인터페

이스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한다. MSC 서브 계층들은 MTP(message transfer part) 인터페이스들(MTP1 302,

MTP2 304, 및 MTP3 306), SCCP(signaling connection control part)(308), BSSAP(base station system application

part)(310), 이동 관리 인터페이스(312), 및 접속 관리 인터페이스(314)에 관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종래의

특징들이다.

UMA-RR 프로토콜은 이동국(102) 및 UNC(140)의 각각에 의해 제공되는 UMA-RR 계층들(204)을 통해 UMA "레이어

3" 시그널링 기능들을 지원한다. BSC처럼 동작하는 UNC(140)는 UMA-RR 프로토콜 메시지들을 종료하고 이들 메시지들

과 유사한 A-인터페이스 메시지들 간을 연동시킨다.

이동국(104) 및 UNC(140)의 각각에서의 UMA-RR 계층(204) 아래의 계층들은 TCP 계층(316), 원격 IP 레이어(318), 및

IPSec(IP 보안) 계층(320)을 포함한다. 옵션으로서, TCP/IP(도시되지 않음)을 통해 운영되는 SSL(standard Secure

Socket Layer) 프로토콜이 IPSec 계층(320) 대신에 배치될 수 있다.

이동국(102)과 UNC(140) 간의 하위 레벨 IP 접속은 개입 액세스 포인트(128) 및 광대역 IP 망(138)(즉, 도 1a에 도시된

액세스 망(138))에 의해 호스팅되는 적절한 계층들에 의해 지원된다. IP 전송 계층(즉, 7층 OSI 모델 하의 종래 망 레이어

3)을 지원하는 구성 요소들은 이동국(104), AP(128), 및 IP 망(138)의 각각을 위한 전송 IP 계층들(322) 및 UNC(140)에

서의 IP 계층(322A)을 포함한다.

최하 계층들(즉,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들)에서, 이동국(104) 및 AP(128)는 비허가 하위 계층들(324)을 제공하는 것으

로서 도시되어 있고, AP(128), IP 망(138), 및 UNC(140)의 각각은 적절한 액세스 계층들(326)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액세스 계층들(326)은 종래 이더넷 PHY 및 MAC 계층들(IEEE 802.3)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개특허 10-2007-0044402

- 40 -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허가 하위 계층들(324)은 비허가 무선 링크가 블루투스 시그널링을 이용하는지 아

니면 IEEE 802.11 시그널링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도 3a에 도시된 블루투스 하위 계층들은 도 2a의 이동국 아키

텍처에 대응하며, 블루투스 기저대 계층(210), L2CAP 계층(212), 및 BNEP 계층(213)을 포함한다. 한편, 도 3b에 도시된

801.11 하위 계층들은 도 2b의 이동국 아키텍처에 대응하고, 802.11 PHY 계층(218) 및 802.11 MAC 계층(220)을 포함

한다.

도 3d는 일실시예에 따라 GSM 음성 전송을 지원하는 업 CS 도메인 음성 베어러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한다. 도 3d 및

도 3c의 아키텍처에 공통인 동일한 명칭 및 참조 번호를 갖는 구성 요소들 외에, GSM 음성 전송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제

공된다. MSC(110)를 위해, 이들 구성 요소들은 GSM 음성 전송을 지원하는 종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물리 계층들

(330)과 오디오(332)로서 도시되어 있으며, 유사한 구성 요소들이 UNC(140)에 배치되어 있다. 이제, 이동국(102) 및

UNC(140)의 각각은 GERAN(GSM Edge Radio Access Network) 코덱(334) 및 RTP/UDP 계층(336)을 포함한다.

도 3d의 아키텍처 하에서, 오디오는 RFC 3267 및 RFC 3551에 정의된 RTP 프레이밍 포맷에 따라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흐른다. UMA 모드에서 동작할 때, TS 26.103에 명시된 AMR FR이 지원된다. G.711과 같은 다른 코덱들이 또한 지원될

수 있다.

도 3e는 일실시예에 따른 업 GPRS 사용자 평면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한다. 업 GPRS 사용자 평면 프로토콜 아키텍처

는 비허가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UNC(140)를 통해 GPRS 시그널링 및 데이터 패킷들의 터널링을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함

으로써, 이동국(102)과 SGSN(118) 사이에서의 패킷 교환 트래픽을 위한 터널링 기능을 지원한다.

도 3e에 예시된 바와 같이, UNC(140) 및 SGSN(114)의 각각은 물리 계층(350), 망 서비스층(352), 및 BSSGP 계층(354)

을 포함해서 GPRS 시그널링 및 데이터 패킷들을 지원하는 종래 시설을 이용한다. 이동국(102) 및 UNC(140)의 각각은

UDP 레이어(356) 및 UMA-RLC 레이어(358)를 포함한다. 이동국(102) 및 SGSN의 각각은 LLC 레이어(360) 및 SNDCP

레이어(362)를 포함한다. 이동국(102)은 또한 IP 레이어(364)를 포함한다.

도 3e의 아키텍처 하에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GPRS LLC PDU들 및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은 이동국(102)과 SGSN(114)

사이에서 투명하게 운반된다. 이에 따라, 이동국은 GERAN BSS 내에 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GPRS 서비스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동국(102) 내의 모든 기존의 GPRS 애플리케이션들 및 MMI는 변하지 않는다. LLC PDU들은 UMA-

RLC 계층(358)을 통해 이동국(102)으로부터 UNC(140)로 운반되고, UNC(140)는 BSSGP 메시징을 이용하여 PDU들을

SGSN(114)에 중계한다. UMA-RLC 계층(358)은 IP 베어러 서비스를 레버리징(leverage)하기 위해 UDP 레이어(356)를

통해 직접 운영된다.

도 3f는 일실시예에 따라 GPRS 시그널링을 지원하는 업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한다. 이 아키텍처 하에서, (상위 계층

들(366)을 포함해서)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 상에서의 시그널링을 위한 GPRS LLC PDU들은 MS(102)와 SGSN(114) 사

이에서 투명하게 운반된다. 이에 따라, MS는 마치 GERAN BSS에 연결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GPRS 서비스들을

얻을 수 있다. GPRS-RLC 프로토콜은 동등한 (상위 계층) UMA-RLC 프로토콜로 대체된다. 신뢰성은 TCP 레이어 357에

의해 보장된다. GERAN BSS에서와 같이, BSC처럼 작용하는 UNC는 UMA-RLC 프로토콜을 종료하고 이를 BSSGP를 이

용하여 Gb-인터페이스와 연동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예컨대, 무선 폰, 스마트 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또는 모바일 컴퓨터일

수 있다. 이동국은 또한 예컨대,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또는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 단말들을 무선 시스템에 연결하는 한 세트의 단말 어댑터 기능들을 제공하는 고정식 무선 디바이스일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단말 어댑터와는 다른 단말 어댑터 타입들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1)POTS

폰이 아닌 코드리스 전화기들을 지원하는 단말 어댑터; (2)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전화기들을 지원하는 단말 어

댑터; 및 (3)예컨대 데스크 폰 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코딩된 핸드셋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합한 단말 어댑터. 각 경우

에 있어서, 여기서 설명된 본 발명은 이들 단말 어댑터 기능들이 비허가 망을 통해 무선 시스템에 접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과 함께 다른 표준 블루투스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하나의 블루투스 디바이스(예컨

대, 자동차 내의 임베디드 셀 폰 서브시스템)가 다른 블루투스 디바이스(예컨대, 사용자의 통상의 셀 폰) 내에 있는 SI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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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SIM 액세스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블루투스 표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1 디바이스

는 SIM와 연관된 "개성(personality)"(즉, 사용자의 통상적인 셀 폰의 개성)을 가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은 단

말 어댑터가 부착된 디바이스들(예컨대, POTS 폰)에 사용자의 셀 폰의 개성을 주기 위해 이 표준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관리

UNC(140)는 GSM BSC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이로써 하나 이상의 (가상) UMA 셀들을 제어한다. 일실시예에

서는, UNC마다 단일 UMA 셀이 있을 수 있고, 대안적인 실시예에서는, UNC에 접속된 액세스 포인트마다 하나의 UMA 셀

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실시예는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수의 AP들로 인해 덜 바람직할 수 있고, 따라서 UMA 아키텍

처는 UMA 셀들로의 AP들의 유연한 그룹화를 허용한다. 각 UMA 셀은 CGI(cell global identifier)에 의해 식별될 수 있으

며, 미사용의 ARFCN(absolute radio frequency channel number)이 각 UMA 셀에 할당되어 있다. 각 UMA 셀은 MSC

에 의해 서빙되는 특정 GSM 위치 영역들과 연관시킴으로써 물리 경계에 맵핑될 수 있다. UMA 셀에 맵핑되는 위치 영역

들 내의 GSM 셀들은 그 UMA 셀에 대한 ARFCN-CGI 맵핑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또한, 이 ARFCN은 핸드오버들을 허용

하기 위해 GSM 셀들에 의해 BA 리스트 내에서 광고될 수 있다. UMA 셀들은 기존의 GSM 셀들과 동일한 LAI(location

area identifiers)를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LAI는 UMA 셀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후자는 이동국이

INC를 통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 GSM 셀들에서의 페이징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다. 상기 설명은 GPRS 라우팅 영

역들 및 RAI(routing area identifier)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UMA CPE 주소 지정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는 이동국 및 액세스 포인트(AP)를 포함할 수 있고, 이동국은 UMA 서비스를 위해

AP를 통해 UNC를 액세스할 수 있다. UMA CPE 주소 지정 파라미터들은 후술되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UMA CPE 주소 지정은 파라미터로서 모바일 장비의 SIM과 연관된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를 포

함한다. IMSI는 UMA 서비스를 UNC에 대한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요청할 때 UMA 이동국에 의해 UNC에 제공된다.

GSM BSC와는 달리, UNC는 UMA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각 이동국에 대한 콘텍스트를 관리한다. 그러므로, UNC는 각각

의 서빙되는 이동국의 레코드를 유지한다. 예컨대, IMSI는, UNC가 BSSMAP 페이징 메시지를 수신할 때 적절한 이동국

레코드를 찾기 위해 UNC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UMA CPE 주소 지정은 파라미터로서 모바일 장비의 비허가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주소(예컨대, 802.11 MAC 주소)를 포

함한다. 이 식별자는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UMA 서비스를 요청할 때 UMA 이동국에 의해 UNC에 제공될 수 있다. UNC는

업 인터페이스를 통한 IMSI의 전송을 제한하거나 메시지들의 라우팅을 보조하기 위해 이 주소를 IMSI의 대안으로서 이용

할 수 있다.

UMA CPE 주소 지정은 또한 서빙 SGSN(GPRS sup포트 node)에 의해 이동국에 파라미터로서 할당된 TLLI(temporary

logical link identifier)를 포함한다. 이 식별자는 표준 Gb-인터페이스 절차들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UNC은 (예컨대, 다

운링크 GPRS 패킷들이 올바른 이동국으로 라우팅될 수 있도록) GSM Gb-인터페이스 절차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서

빙되는 이동국을 위해 이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UMA CPE 주소 지정은 또한 파라미터로서 액세스 포인트 ID(AP-ID)를 포함한다. AP-ID는 이동국이 UMA 서비스를 액

세스하는데 사용하는 비허가 모드 액세스 포인트의 MAC 주소일 수 있다. 이 식별자는 UNC가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UMA 서비스를 요청할 때 UMA 이동국에 의해 UNC에 제공될 수 있다. AP-ID는 서비스를 액세스하고 있는 AP에 기초하

여 사용자에게 위치 서비스들(예컨대, 개선된 911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UNC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AP-ID는 단지

허가받은 AP들에 대한 UMA 서비스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용될 수 있는 다른 CPE 주소 지정 파라미터들은 업 인터페이스의 보안 요건들(예컨대, 터널링된 IPSec 접속을 통한 메

시지 라우팅을 위해 UMA 이동국 IP 주소들을 관리할 필요성 또는 UNC에 의해 이동국에 할당된 로컬 증명서들을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좌우된다.

UMA 셀 식별 정보

GSM/GPRS에서의 이동 관리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커버리지 영역은 위치 영역들(GSM용)과 라우팅 영역들(GPRS용)

로 불리는 논리 등록 영역들로 분할될 수 있다. 이동국은 서빙 위치 영역(또는 라우팅 영역)이 변할 때마다 망에 등록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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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수 있다. 하나 이상의 LAI(location areas identifiers)가 캐리어의 망 내의 각각의 VLR(visited location

register)와 연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RAI(routing area identifiers)가 단일 SGSN에 의해 제어될 수 있

다.

일실시예에서, CI(cell identity)를 위치 또는 라우팅 영역 식별정보에 추가함으로써 위치 또는 라우팅 영역 내에서 GSM

셀이 식별된다. CGI(cell global identification)은 위치 영역 식별 정보와 셀 아이덴티티의 조합이다. 일실시예에서, 셀 아

이덴티티는 위치 영역 내에서 고유하다.

셀 식별 정보에의 UMA 접근법의 예

UMA 셀 식별 정보 접근법의 일예에 대해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 단일 UNC는 하나 이상의 UMA 위치 영역들 및 하나

이상의 UMA 라우팅 영역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UMA 위치 영역(또는 라우팅 영역)은 중첩 GSM 셀의 위치 영역(또

는 라우팅 영역)과 별개이거나 동일하다. UMA 셀은 셀 아이덴티티(CI)를 위치 또는 라우팅 영역 식별 정보에 추가함으로

써 UMA 위치 또는 라우팅 영역 내에서 식별된다. UMA-CGI(UMA cell global identification)은 위치 영역 식별 정보와

셀 아이덴티티의 조합이다. 일실시예에서, UMA 셀은 UMA-CGI 값에 의해 식별된 전체 UMA 커버리지 영역의 미리 정해

진 부분일 수 있다. UMA 정보와 같은 셀 식별 정보는 AP에 투명할 수 있어 AP는 연관된 UMA-CGI 값을 알지 못함에 주

의한다. UMA 구성 요소들(예컨대, 이동국 및 UNC)은 전체 UMA 커버리지 영역을 분할하는 능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 방법은 GSM 셀 아이덴티티와 UMA 셀 아이덴티티 간의 일대일 또는 다대일 대응 관계를 구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특별한 영역 내의 선호되는 GSM 셀의 식별 정보가 주어지면, 예컨대 UNC 제공에 기초하여 대응 UMA 셀 아이덴티

티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일대일 관계의 예는 GSM 셀을 UMA 셀에 맵핑하는 것이다. 다대일 관계의 예는 GSM

위치 영역(및 연관된 GSM 셀들)을 UMA 셀에 맵핑하는 것이다.

UMA 이동국은 UMA 서비스를 위해 UNC에 접속될 때, 현재 GSM 캠핑 셀뿐만 아니라 인접 셀들의 CGI 값 및 (선택적으

로) 경로 손실 참조 파라미터(C1)를 UNC에 전송한다. UNC는 UNC에서 제공된 맵핑 로직에 기초하여 GSM 캠핑 셀의

CGI 값을 대응 UMA 셀의 CGI 값에 맵핑한다. 이는 일대일 맵핑(예컨대, GSM 셀마다 하나의 UMA 셀이 있는 경우) 또는

다대일 맵핑(예컨대, GSM 위치 영역마다 하나의 UMA 셀이 있는 경우)일 수 있다. UMA 서비스 영역에 이용 가능한 GSM

커버리지가 없는 경우, UNC는 이동국을 디폴트 "무(no) GSM 커버리지" UMA 셀에 할당할 수 있다. 단일 UNC는 하나의

MSC를 서빙할 수 있다. 이는 단일 디바이스(예컨대, 다수의 MSC들을 서빙하는 UNC)에서, 위에서 정의된 다수의 UNC "

인스턴스(instances)"를 조합하는 UNC 실시예를 배제하지 않는다. 각 UNC에는 또한 GSM-to-UMA 핸드오버를 위해 이

용되는 고유의 "UMA-Handover-CGI" 값이 할당될 수 있다. 예컨대, 이는 (예컨대, UNC을 포인팅하기 위해) GSM RAN

BSC의 ARFCN-to-CGI 테이블들 및 MSC들에서 제공된 값일 수 있다.

UMA 운영 구성

일실시예에서, 적어도 3개의 UMA 운용 구성들이 식별될 수 있다. 통상의 코어 구성에서, (예컨대, 가입자의 이웃을 서빙

하는) UMA LAI 및 엄브렐라(umbrella) GSM RAN LAI는 상이할 수 있고, 동일한 코어 망 엔티티들(예컨대, MSC 및

SGSN)이 UMA 셀들 및 엄브렐라 GSM 셀들을 서빙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 구성의 한가지 이점은 UMA 커버리지 영역

과 GSM 커버리지 영역 간의 가입자 이동이 시스템간(예컨대, MAP) 시그널링을 제공하지 않는다(예컨대, 위치 갱신 및 핸

드오버가 인트라-MSC임)는 점이다.

별도의 코어 구성에서, UMA LAI 및 엄브렐라 GSM RAN LAI는 상이하고, 상기 망은 상이한 코어 망 엔티티들이 UMA 셀

들 및 엄브렐라 GSM 셀들을 서빙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 구성의 한가지 이점은 UMA 망 및 GSM 망의 설계가 통상의

코어 구성에서보다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의 LAI 구성에서, UMA LAI 및 GSM RAN LAI는 동일하다(예컨대, 동일한 LAI 내의 상이한 셀들). 이 구성의 이점들

은 UMA 커버리지 영역과 GSM 커버리지 영역 간의 가입자 이동(아이들 상태 동안)은 위치 갱신 시그널링을 제공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점과, (예컨대, 페이징에 응답하기 위해) UMA 모드 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 이동국이 GSM

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코어 구성 및 상기한 별도의 코어 구성은 미국 특허 출원 제 10/688,470에 상세

히 설명되어 있다.

UMA 등록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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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UMA 등록 프로세스가 PLMN 인프라구조로의 시그널링을 이용하지 않으며,

UMA 시스템 내에(즉, 이동국과 UNC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 UMA 등록 프로세스는 적어도 2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이동국이 특별한 AP를 통해 접속되어 특별한 IP 주소로 이용가능함을 알릴 수 있다. UNC는 예컨대 모바

일 종결 호를 위해 이 정보의 트랙을 유지할 수 있다. 상기 등록 프로세스는 또한 AP 상에서 UMA 서비스와 연관된 운영

파라미터들을 이동국에 제공한다. 이는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GSM 셀들 내의 이동국들에 전송하기 위한 GSM 방송 제어

채널(BCCH)의 이용과 유사할 수 있다. UMA 모드에서 적용 가능한 GSM 시스템 정보 메시지 내용은 UMA 등록 프로세스

동안에 이동국에 전달될 수 있다.

유사하게, UMA 탈퇴 프로세스를 통해 이동국은 UMA 모드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UNC에게 분명히 알릴 수 있고, UNC는

이동국에 할당한 자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UNC는 또한 잠재적인 UMA 탈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동국이 확

보한 채널이 갑자기 종결된다.

UMA 리디렉션

일실시예에서,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UMA 이동국은 UMA 서비스를 위해 UNC에 접속되면 인접 셀들 뿐만 아니라 현

재 GSM 캠핑 셀의 CGI 값 및 경로 손실 Cl(criterion parameter)를 UNC에 전송할 수 있다. 이 정보 및 내부 데이터베이

스 정보를 이용하여, UNC는 이동국을 위한 올바른 서빙 UNC인지를 결정하고, 올바른 서빙 UNC가 아니면, 이동국을 올

바른 UNC로 리디렉팅할 수 있다. 올바른 서빙 UNC은 UMA 서비스 영역이 이동국의 엄브렐라 GSM 커버리지와 중첩되는

UNC일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올바른 서빙 UNC는 엄브렐라 GSM 셀이 속하는 GSM BSC와 동일한 MSC에 부착될 수 있

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올바른 서빙 UNC는 엄브렐라 GSM 커버리지를 이동국에 제공하는 MSC에 핸드오버할 수 있는

상이한 MSC에 부착될 수 있어 UNC는 호들을 GSM으로 그리고 GSM으로부터 핸드오버할 수 있다. 이는 GSM 셀의 위치

와 결부될 수 있는 일정한 위치 기반 서비스들(예컨대, E911 Phase 1)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UNC에 의해 사용되는 내

부 데이터베이스는 GSM 위치 영역들을 서빙 UNC들에 맵핑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보존한다. 이 데이터베이

스는 새로운 UNC 또는 새로운 GSM 위치 영역이 추가될 때에만 변화되면 된다.

이동국이 UMA 서비스를 위해 UNC에 접속한 때 GSM 커버리지가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일부 인스턴스들 하에서, UNC

는 (예컨대, 핸드오버 및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가능하도록) 이동국을 올바른 서빙 UNC에 할당하기 위해 이동국의 위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UNC는 운영자가 서비스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예컨대, 운영자는 일정한 제한들,

가능하다면 이동국 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시와 함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UMA 등록 및 리디렉션 절

차들에 대해 상세히 후술한다.

UMA 이동국 아이들 모드 행동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UMA 디바이스는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상이한 무선 환경들을 만날 수 있다. 제 1 환경에서,

GSM 및 UMA 커버리지 영역들은 완전히 별개이고 중첩되지 않는다. 제 2 환경에서, GSM 및 UMA 커버리지는 부분적으

로 중첩되어 있다. 가장 흔할 수 있는 제 3 환경에서, UMA 커버리지는 GSM 커버리지 내에 캡슐화된다. UMA 디바이스는

이들 환경에서 전원 공급될 수 있고, 다수의 부착 상태로 천이될 수 있다.

전원 공급시, 이동국이 아이들 상태이고 어떤 타입의 커버리지도 없는 경우에는, 이동국은 GSM 및 UMA 무선 커버리지를

찾기 위해 스캔을 행할 수 있다. GSM 커버리지가 검출되면, 통상의 GSM 이동 관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이 조건은

GSM 커버리지가 검출된 때 이동국에 의해 검출된 UMA 커버리지가 없을 때, 또는 UMA 등록 프로세스의 완료 전에 적용

될 수 있다. UMA 커버리지가 검출되면, UMA 이동국은 AP로의 비허가 무선 링크(예컨대, WLAN 링크)를 형성하고 신호

품질을 감시한다. 이동국에서의 수신 신호 레벨이 미리 정해진 임계값을 초과하면, 이동국은 UMA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이동국은 반환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전체 망 등록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무슨 타입인지를 결정할 수 있

다(예컨대, GSM 또는 조합된 GSM/GPRS). 이 절차는 GSM 커버리지가 없을 때, 또는 GSM 커버리지 검출 전에 UMA 커

버리지가 검출될 때 적용될 수 있다.

이동국이 GSM 커버리지에서 아이들 상태이고 UMA 커버리지가 있으면, 이동국은 UMA 커버리지를 찾기 위해 주기적으

로 스캔을 행한다. UMA 커버리지가 검출되면, 이동국은 위에서 설명된 UMA 등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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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A 커버리지에서 이동국이 아이들 상태이고 GSM 커버리지가 없으면, 이동국은 통상의 GSM PLMN 탐색 절차들을 계

속 수행할 수 있다. GSM 커버리지가 검출되면, 이동국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가능한 UMA 리디렉션을 위해 GSM 셀

정보를 UNC에 전송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동국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통상의 GSM PLMN 탐색 절차들을 디스에이블

시킬 수 있다.

이동국이 UMA 커버리지에서 아이들 상태이고 GSM 커버리지가 있으면, 이동국은 통상의 GSM 셀 재선택 절차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GSM 모드로의 천이를 고속화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GSM 셀의 식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동국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통상의 GSM 셀 재선택 절차들을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다.

UMA 커버리지에서 전원 오프시, 분리 지시가 이동국에 의해 UMAN을 통해 PLMN에 전송될 수 있다(예컨대, PLMN 망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전원 오프시 이동국에 의해 통상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이 지시는 현재의 GSM 동작 모드(예컨대,

GSM 또는 GPRS)마다 부호화될 수 있다.

UMA 환경은 IEEE 802.11 환경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동국은 주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802.11 AP들을 찾기 위해 액티

브 스캔을 수행한다. AP가 발견될 때, 이 AP는 사용자 선호도 및 보안 증명서의 저장된 프로파일과 매칭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동국은 자동적으로 AP와 연결될 수 있다. 이동국은 저전력 슬리프 모드로 들어가고, UMA 등록을 시작할 때를

결정하기 위한 신호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UMA 환경은 블루투스 환경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동국은 UMA 서비스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블루투스 AP와 이전

에 쌍을 이루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이동국은 페이지 스캔 수신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 링크-레벨 접속을 형성하기 위해

AP 송신 페이지에 응답할 수 있다. 일단 링크-레벨 제어 채널이 형성되면 그리고 이동국이 달리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동

국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저전력 블루투스 상태(예컨대, 파크(park)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주기적으로, AP는 이동국

을 폴링하여 액티브 전력 모드로 재진입하도록 한다. 이 주기적 트래픽은 또한 UMA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를 결정하기 위

한 신호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이동국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UMA 이동국 전용 모드 행동

음성 호, 데이터 트랜잭션 또는 동시적 음성/데이터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UMA 디바이스는 GSM 커버리지로부터 UMA 커

버리지로의 천이 또는 UMA 커버리지로부터 GSM 커버리지로의 천이를 만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커버리지가 GSM으

로부터 UMA 커버리지로 천이할 때, 호들이 GSM RAN과 UMAN 사이에서 투명하게 핸드오버될 수 있다. 음성의 경우에,

핸드오버는 핸드오버 기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우에, 세션 관리 제어들은 통상의 최종 사용자 경험을

GPRS에서 제공되는 것에 제공할 수 있다. 통상의 등록 동작들은 적절하다면 아이들 상태로의 복귀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커버리지가 UMA로부터 GSM 커버리지로 천이할 때, 호들은 UMAN과 GSM RAN 사이에서 투명하게 핸드오버될 수 있다.

음성의 경우에, 핸드오버는 핸드오버 기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우에, 세션 관리 제어들은 통상의 최종 사용

자 경험을 GPRS에 의해 제공되는 것에 제공할 수 있다.

키 이동 관리 개념들의 요약

도 5는 일실시예에서의 이동 관리 기능들을 예시한다. 도 5에서, 비허가 망 제어기(UNC-1)는 GSM 위치 영역들(LA-11

내지 LA-23)과 연관된 UMA 셀들의 서빙 UNC이다. UNC-1은 GSM 위치 영역들(LA-lx)을 UMA 셀(UMA CGI-101)에

그리고 GSM 위치 영역들(LA- 2x)을 UMA CGI-102에 맵핑시킨다. 비허가 망 제어기(UNC-3)는 GSM 위치 영역들(LA-

31 내지 LA-33)과 연관된 UMA 셀들의 서빙 UNC이다. UNC-3은 GSM 위치 영역들(LA-3x)을 UMA 셀(UMA CGI-

301)을 맵핑시킨다. 이동국(MS-1)은 UMA 셀(UMA-CGI-101) 내에 있을 것이다(이는 GSM LA-lx이 UMA-CGI-101에

맵핑되기 때문임). 이동국(MS-2)은 UMA 셀(UMA-CGI-102) 내에 있을 것이다(이는 GSM LA-2x이 UMA-CGI-102에

맵핑되기 때문임). 이동국(MS-3)은 UMA 셀(UMA-CGI-301) 내에 있을 것이다(이는 GSM LA-3x이 UMA-CGI-301에

맵핑되기 때문임). 이동국(MS-4)은 UNC-l에 연결되는 경우 UMA 셀(UMA-CGI-199) 내에 있을 것이다(GSM 커버리지

아님). MS-4는 UNC-3에 접속되면 UMA 셀(UMA-CGI-399) 내에 있을 것이다(GSM 커버리지 아님). 이동국들(MS-1,

MS-2)은 리디렉션 없이 UNC-1에 접속될 수 있다. 이동국(MS-3)은 UNC-1에 접속 시도하는 경우 UNC-3로 리디렉팅

될 수 있다.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징 및 메시지 포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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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태들에 따라, 이동국들의 이동성을 지원 및 관리하는 URR(UMA radio resource) 메시징 및 대응 메시지 포

맷들에 대해 이제 상세히 공개한다. 각각의 메시지의 특별한 포맷은 예시적인 것으로 특별한 구현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

함될 수 있는 정보 요소들을 단순히 나타내며, 이 정보 요소들 중 일부는 선택적이다.

UMA-RR 메시지들은 TCP 접속을 이용하는 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된다. UMA-RR 메시지 포맷은 GSM04.07에 정의

된 표준 GSM 계층 3 메시지 구조를 따른다. 각각의 메시지는 다음 요소들로 구성된다:

1. UMA-RR 프로토콜 식별자 - GSM RR 프로토콜과의 연동을 용이하게 함. 일실시예에서, UMA-RR 프로토콜은 모든

UMA-RR 메시지의 제 1 옥텟의 비트 3 내지 0에 대한 이진 시퀀스 0110인 GSM RR과 동일한 프로토콜 식별자를 재사용

한다. 이는, 특별한 구현에 따라 다른 시퀀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예시적인 것에 불과함에 주의한다.

2. 스킵 지시기 - 일실시예에서, 모든 UMA-RR 메시지의 제 1 옥텟의 비트 5 내지 8은 스킵 지시기를 포함한다. 0000이

아닌 스킵 지시기와 함께 수신되는 UMA-RR 메시지는 무시될 것이다. UMA-RR 엔티티는 항상 스킵 지시기를 0000으로

엔코딩할 것이다.

3. 메시지 타입 - 메시지 타입 IE(information element) 및 그 이용이 GSM04.07에 정의되어 있다. 일실시예를 위한

UMA-RR 메시지 타입들이 하기 표 1에 리스트되어 있다.

4. UCI(UMA-RR connection Indicator) - UCI는 UMA-RR 접속 상에서 후속 메시지들에 대한 제 1 메시지를 명확하게

지시하는데 이용된다. 이에 따라, 상기 MS 및 UNC는 자신들의 각각의 UMA-RR 접속 상태를 동기화할 수 있다.

i. 통상적으로, 상기 메시지는 새로운 UMA-RR 접속 상에서 제 1 메시지임을 지시하기 위해 상기 MS는 UCI를 값 '1'으로

설정한다.

ii. 그러나, UMA 접속이 긴급 호를 위한 것이면, 상기 MS는 UCI를 값 '9'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UNC는 긴급 호 관련

UMA-RR 접속 요청들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iii. UMA-RR 접속과 연관된 모든 다른 메시지들에 대해서, 상기 MS는 UCI를 값 '0'으로 설정한다.

iv. 예컨대, 상기 MS 내의 MM 서브 계층이 새로운 UMA-RR 접속을 요청한 다음에 CM-서비스-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MS 내의 UMA-RR 엔티티는 UCI=1로 설정한다. MM 서브 계층이 CM-서비스-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기존의

UMA-RR 접속을 재사용하면, 상기 MS 내의 UMA-RR 엔티티는 UCI=0로 설정한다. UCI는 UMA-RR 세션을 위한 자원

들의 잠재적인 할당을 지시하는데 이용된다.

5. 필요한 다른 정보 요소들

i. 존재 컬럼은 정보 요소가 필수적인지("M"), 아니면 선택적인지("O"), 아니면 조건부로 존재하는지("C")를 지시한다.

ii. 포맷 컬럼은 IE가 포매팅되는 방법, 즉 태그-길이-값 포맷인 경우 "TLV", 길이-값인 경우 "LV", 및 단지 값인 경우 "V"

를 지시한다. IE의 태그는 IEI(Information Element Identifier)라고도 한다. 필수적인 정보 요소들은 고정 길이인지, 아니

면 가변 길이인지에 따라 "V" 또는 "LV" 포맷을 이용한다. 선택적인 정보 요소 및 조건부 정보 요소들은 항상 "TLV" 포맷

을 이용한다.

6. 길이 지시기. 일실시예에서, 주어진 메시지의 길이를 지정하는데 별도의 길이 지시기 IE가 이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는, 각각의 메시지에 길이 지시를 제공하는데 하위 전송 계층이 이용된다. 따라서, 이 메시지 포맷에는 별도의 길이 지시기

IE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타입의 포맷들이 여기서 공개된 URR 메시지들에 의해 예시된다.

[표 1]

등록 메시지들 및 메시지들 포맷들

메시지 명 메시지 타입

URR 등록 요청 0011 0011 (0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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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R 등록 ACK 0011 0110 (0x36)

URR 등록 거절 0011 0111 (0x37)

URR 활성화 채널 0010 1110 (0x2E)

URR 활성화 채널 ACK 0010 1001 (0x29)

URR 활성화 채널 실패 0010 1111 (0x2F)

URR 활성화 채널 완료 0010 1010 (0x2A)

URR 핸드오버 요구 0001 0001 (0x11)

URR 핸드오버 명령 0010 1011 (0x2B)

URR 핸드오버 완료 0010 1100 (0x2C)

URR 핸드오버 실패 0010 1000 (0x28)

URR 핸드오버 액세스 0010 1101 (0x2D)

URR RR 해제 0000 1101 (0x0D)

URR RR 해제 완료 0000 1111 (0xOF)

URR 페이징 요청 0010 0001 (0x21)

URR 페이징 응답 0010 0111 (0x27)

URR 클래스마크 변경 0001 0110 (0x16)

URR 클래스마크 질의 0001 0011 (0x13)

URR RR 클리어 요청 0011 1111 (0x3F)

URR 등록 0011 1011 (0x3B)

URR 업링크 품질 지시 0010 0110 (0x26)

URR 등록 갱신 업링크 0011 1100 (0x3C)

URR 등록 갱신 다운링크 0011 1101 (0x3S)

도 6a 내지 도 6c에는 각종 등록 시나리오 하에서 (AP를 통해) MS와 UNC 사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의 시퀀스들의 예

들이 도시되어 있다. 상이한 요소들 사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들 및 연관된 신호들이 해당 통신 시스템들의 요소들을 연결

하는 화살표 머리를 갖는 수평 화살표로서 도시되어 있다. 화살표가 요소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화살표 머리가 없으면, 이

요소는 관통 요소로서 기능한다. 도 6a 내지 도 6c에 포함된 도 1의 시스템 아키텍처의 특별한 요소들은 좌에서 우로, 이동

국(예컨대 MS(102)), 액세스 포인트(예컨대, WLAN AP(128)), 제 1 UNC(예컨대, UNC-1(UNC 140A)) 및 제 2 UNC(예

컨대, UNC-2(UNC 140B))이다.

등록 프로세스 전에 MS(102)와 AP(128)간에 접속을 형성한 다음에 MS(102)와 UNC(140)간에 접속을 형성하기 위해서

각종 동작들이 수행된다. 도 6a의 스텝 A에서, 상기 MS(102)는 AP(128)의 커버리지 범위로 들어가 AP와 무선 링크를 형

성한다. 예컨대, 이 무선 링크는 IEEE 802.11 또는 블루투스 프로토콜 하에서 비허가 주파수들을 이용하는 WLAN 접속일

수 있다. 스텝 B에서, 상기 MS는 UNC를 찾아 이 UNC와 접속을 형성한다. 이는 UNC에 대한 DNS(Domain Name

System)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제 1 UNC의 IP 주소로의 접속을 개시한다. MS는 제 1 UNC를 선택

할 수 있는데, 이는 이것이 사용한 최종 UNC IP 주소일 수 있고, 또는 디폴트 UNC일 수도 있고, 또는 초기 등록을 위해

MS에 할당된 홈 UNC일 수도 있고, 또는 AP 및 CGI에 의해 인덱스된, 접속된 UNC들의 캐시로부터 선택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스텝 C에서, UNC 및 MS는 안전한 TCP 접속을 형성한다. MS와 UNC 간의 IPSec 보안 절차들은 도 6a 내지 도 6c

에 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주의한다.

스텝 D에서, 상기 MS는 UMA URR-레지스터 요청 메시지(600)로서 구현되는 등록 요청을 상기 UNC로 전송한다. URR

등록 요청 메시지(600)의 일실시예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예시를 위해, 여기서 예시된 각각의 메시지 포맷은 IEI

(Information Element Identifier) 컬럼, 정보 요소 컬럼, 타입/참조 컬럼, 존재 컬럼, 포맷 컬럼, 길이 컬럼, 및 값 컬럼을

포함한다. 실제 메시지들은 각각의 특별한 메시지 포맷에 따라 적절한 IE 값들과 함께 메시지 타입을 식별하는 값을 포함

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한다. 또한, 여기서 설명된 각각의 메시지들의 경우와 같이, URR 등록 요청 메시지(600)는 UMA

RR 프로토콜 식별자 IE, 스킵 지시기 IE, 메시지 타입 IE(이 예에서, URR 레지스터 요청), 및 UCI IE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상기 4개의 IE들은 이들이 각각의 메시지 포맷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시하기 위해 "기본" IE들이라고

한다.

기본 IE들 외에, URR 등록 요청 메시지(600)는 모바일 아이덴티티 IE, GSM RR 상태 IE, GPRS 클래스 능력 IE, 셀 식별자

리스트 IE, Cl 리스트 IE, AP 식별자 IE, 및 AP 위치 IE를 포함한다. 모바일 아이덴티티 IE는 필수적인 것으로, IMSI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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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없을 때에는 IMSI 또는 IMEI를 이용한다. GSM RR 상태 IE는 현재 GSM RR 엔티티 상태를 지시하기 위해 포함된

다. GPRS 클래스 능력 IE는 상기 MS의 GPRS 클래스 능력을 지시하기 위해 포함된다. 셀 식별자 리스트 IE는 UMA RR 엔

티티가 유효 GSM 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 포함된다. 이 IE 내에서, 셀 ID 식별자 필드는 셀들을 식별하는데 CGI(셀

Global Identification) 포맷이 이용됨을 나타내는 0000이다. Cl 리스트 IE는 "셀 식별자 리스트" IE가 존재할 때만 존재한

다. 이는 "셀 식별자 리스트" IE 내의 각각의 셀의 경로 손실 참조 파라미터 Cl을 포함한다. AP 식별자 IE는 상기 MS가

UNC에 등록하는데 이용하는 AP의 비허가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를 포함한다. AP 위치가 이용 가능한 경우, 상기 MS는

주소, 위도 및 경도와 같은 AP 위치 IE를 통해 AP의 위치를 식별하는 대응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한 등록 내용 외에,

URR 등록 요청 메시지는 접속 이유, 및 범위 내에 있는 송신 기지국들(도시되지 않음)에 관한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GSM 시스템에서, 이 정보는 cell-Info로 표시되어 있고, CGI 값 및 (선택적으로) C1 값을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MS가

통상의 GSM 셀 선택 절차들을 이용하여 선택한 GSM 셀을 나타내는 단일 CGI만이 MS에 의해 보고된다. 이 단일 셀은

MS에 의해 "최선의" GSM 셀인 것으로 선택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값들을 발생하기 위해, MS는 일정한 지정 주파

수를 스캔하여 방송 채널(BCH) 전송 신호를 찾는다. BCH는 송신 기지국을 식별하고, 특별한 기지국에 의해 사용되는 랜

덤 액세스 및 트래픽 채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MS는 기지국 아이덴티티들을 기록할 수 있고, 수신된 BCH 신호

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 GSM 시스템들에서는, 일반적으로 RXLEV(Received Signal Level)가 측정되나, RXLEV 대신

에 또는 RXLEV 외에 신호대 잡음비, 비트 오류율,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및 신호 전달 지연을 포함

해서 다른 품질 측정값들을 이용할 수 있다.

UNC는 위치에 관한 수신 정보를 평가하고, MS에 적절한 UNC를 선택한다. 이 선택은 MS가 동일한 AP에 접속되어 있는

한 유지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적절한 UNC를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상이한 방식들이 있다. 일실시예에서,

UNC은 AP의 ID를 위치, 대응 MSC 그리고 다음에 대응 UNC에 맵핑시킨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UNC는 기지국 또는 AP

에 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위치 정보를 포함한 AP로부터의 사전 등록을 가지고 있어 이에 기초하여 UNC

를 선택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 등록 요청은 상기 UNC에 의해 이행될 것이며, 여기서 상기 요청은 그 UNC에게 URR 등록 ACK

(nowledgement) 메시지(602)를 보내도록 함으로써 상기 UNC에 제공되었다. 선택적으로, 상기 메시지는 URR 등록 승인

메시지라고 한다. URR 등록 ACK 메시지(602)의 일실시예가 도 8a에 도시되어 있다.

URR 등록 ACK 메시지(602)의 정보 요소들은 기본 IE들(예컨대, 프로토콜 식별자, 스킵 지시기, 메시지 타입, 및 UCI)뿐

만 아니라 UMA 시스템 정보 IE, GPRS 업링크 IP 주소, GPRS 업링크 UDP 포트, Up 파라미터 구성 IE, 및 상태 IE를 포함

한다. UMA 시스템 정보 IE의 일실시예의 포매팅은 도 8b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도 8b의 UMA 시스템 정보 IE에 나타

낸 각종 필드들에 대해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GLIR-GSM 위치 정보 요청

0 GSM 위치 정보가 요청되지 않음

1 GSM 위치 정보가 요청됨

ATT-부착/분리 허용

0 IMSI 부착/분리가 UMA 셀에서 허용되지 않음

1 UMA 셀 내의 MS들이 IMSI 부착 및 분리 절차를 적용할 것임

TI804-타이머 값

000 0 초, 즉, UMA-링크-분리 메시지의 수신시 또는 링크 손실시 즉각 액세스 모드 스위칭

001 5 초

010 10 초

Oil 15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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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 초

101 25 초

110 30 초

111 35 초

UMA-셀-재선택-히스테리시스

000 OdB RxLev 히스테리시스

001 2dB RxLev 히스테리시스

010 4dB RxLev 히스테리시스

Oil 6dB RxLev 히스테리시스

100 8dB RxLev 히스테리시스

101 lOdB RxLev 히스테리시스

110 12dB RxLev 히스테리시스

111 14dB RxLev 히스테리시스

T3212-주기적 위치 갱신 타이머

T3212 타임아웃 값 필드는 데시아우어(decihour)에서 주기적 갱신을 위해 타임아웃 값의 2진 표현으로 코딩된다.

범위: 1 내지 255

상기 값 0은 무한한 타임아웃 값을 위해 사용되며, 즉 주기적 갱신이 UMA 셀 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EC-긴급 호 허용

0 긴급 호가 모든 MS들에 대해 UMA 셀에서 허용된다.

1 긴급 호가 11과 15 사이의 클래스들 중 하나에 속하는 상기 MS들을 제외하고는 UMA 셀에서 허용되지 않다.

AC CN-액세스 제어 클래스 N

AC C = N를 갖는 MS의 경우, AC CN 비트가 '0'(N = 0,1,..,9,..,15)으로 코딩되면 액세스는 금지되지 않는다.

TI811- UMA 채널 활성화 타이머

TI 811 값 필드는 100ms의 해상도에서의 타임아웃 값의 2진 표현으로서 코딩된다.

범위: 1-255(100 ms 내지 25.5 sec)

TI 900- GSM-URR 핸드오버 감시 타이머

TI 900 값 필드는 100ms의 해상도에서의 타임아웃 값의 2진 표현으로서 코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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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1-255(1.1 초 내지 25.5 초)

UMA-BAND

0000 P-GSM 900

0001 E-GSM 900

0010 R-GSM 900

0011 DCS 1800

0100 PCS 1900

0101 GSM 450

0110 GSM 480

0111 GSM 850

모든 다른 값들은 예약되어 있다.

ECSM-초기 클래스마크 전송 모드(Early Classmark Sending Mode). "chel 클래스마크 전송" 행동을 제어한다.

0 제 1 다운링크 메시지가 수신될 때까지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 유지.

1 UMA RR 접속이 형성된 후 가능한 한 초기에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 전송.

GPRS Ind-GPRS 서비스 이용 가능성

0 GPRS 서비스를 UMA 셀에서 이용할 수 없음.

1 GPRS 서비스가 UMA 셀에서 지원됨.

UMA-GPRS-셀-재선택-히스테리시스

000 OdB RxLev 히스테리시스

001 2dB RxLev 히스테리시스

010 4dB RxLev 히스테리시스

Oil 6dB RxLev 히스테리시스

100 8dB RxLev 히스테리시스

101 lOdB RxLev 히스테리시스

11012dB RxLev 히스테리시스

111 14dB RxLev 히스테리시스

NMO-망 동작 모드. 이 필드는 "GPRS Ind" 플래그가 1로 설정될 때만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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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망 동작 모드 I

01 망 동작 모드 II

10 망 동작 모드 III

11 예약

UMA-RAC - UMA 셀의 라우팅 영역 코드. GSM03.03 참조. 이 필드는 "GPRS Ind" 플래그가 1로 설정될 때만 의미가 있

다.

Up 파라미터 구성 IE는 UNC가 타이머, 재시도 카운터 등과 같은 업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상태 IE는 (AP의 지리적 위치의 지식에 기초하여) 위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UNC로부터의 지시를 제

공한다. 이는 상기 MS 상의 아이콘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를 트리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가능한 값들은

다음과 같다:

0 위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음

1 위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없음

상기 망이 상기 MS로부터의 등록을 거절하기로 판단하면, 상기 UNC는 도 6b에 도시된 메시지 시퀀스에 나타낸 바와 같

이 URR 등록 거절 메시지(604)를 상기 MS로 보낸다. URR 등록 거절 메시지(604)의 일실시예의 포맷이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기본 IE들 외에, 이 메시지는 UMA RR 원인 IE, 및 선택적인 리디렉팅된 UNC 주소 IE 및 리디렉팅된 SGW(보안 게

이트웨이) 주소 IE들을 포함한다. RR 원인 IE는 망 혼잡, AP가 허용되지 않음, 위치가 허용되지 않음, IMSI가 허용되지 않

음 등과 같은 거절 이유를 지정하는데 사용되는 값을 포함한다.

선택적인 리디렉팅된 UNC 주소 IE 및 리디렉팅된 SGW 주소 IE들은 리디렉션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UNC 리디

렉션을 포함하는 등록 메시지 시퀀스가 도 6c에 도시되어 있다. 리디렉션은 각종 환경들 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주어진 AP의 위치는 이동될 수 있어, 다른 AP을 통해 망을 액세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MS는 가입자의 "정

상" 위치에 기초하여 디폴트 UNC를 액세스하도록 지시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입자 위치가 다른 경우, 디폴트

UNC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도 6c를 참조하면, 스텝 E에서는, 세션을 UNC(2)로 리디렉팅할 지를, 위에서 설명한 적용 가능한 참조를 고려하여 서빙

UNC(예컨대, UNC 1) 및/또는 망이 결정한다. 스텝 F에서, UNC(1)는 등록 요청을 확인 응답하고, 선택된 UNC(UNC 2)

의 주소 및/또는 상기 UNC와 연관된 보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포함하는 URR 등록 거절 메시지(604A)를 MS(102)로 전

송한다. 상기 주소(들)는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 형태 또는 IP 주소와 같은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다른 실

시예에서는, 별도의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가 사용된다(도시되지 않음). 이 실시예(별도의 URR 등록 거절 및 URR 등

록 리디렉트 메시지들) 하에서, URR 등록 거절 메시지는 리디렉션 IE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스텝 G에서, 상기 MS는 선택된 UNC에 대한 DNS 질의를 수행한다. 상기 MS는 또한 제 1 UNC(UNC 1)에 대한 TCP 접

속을 해제하고, 제 2 UNC의 IP 주소 또는 SGW 주소에 대한 접속을 개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스텝 H에서, 상기 MS과 상

기 MS가 리디렉팅된 새로운 UNC(UNC 2) 사이에 TCP 접속이 형성된다. 스텝 H에서는, MS와 제 2 UNC 사이에 접속이

형성된다. 원래 UNC과의 IPSec 터널이 재사용될 수 있고, 새로운 터널이 형성될 수도 있다(도시되지 않음).

스텝 I에서, 상기 MS는 URR 등록 요청 메시지(600A)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제 2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제 2 UNC로 전송할

수 있다. 메시지의 URR-등록-요청 타입에서, 이유 필드는 정상 접속 대신에 리디렉션 값을 운반한다. 등록 요청내의 정보

로 인해 새로운 UNC는 상기 MS를 추가로 리디렉팅해야 한다는 정보를 적용한다. AP의 위치에 보다 가까운 경우, 인접 기

지국 또는 망 자원 할당에 관한 보다 많거나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다음에 상기 MS를 추가로 리디렉팅할 수도 있다.

이유 필드는 리디렉션들의 회수를 상기 MS에 알리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유 필드는, MS가 단일 AP에서 경험할 수 있는

리디렉션들의 전체 회수를 1회 또는 2회 또는 다른 회수로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스텝 J에서, UNC과의 접속은 그 정상 코스를 따라 계속된다. 이는 등록 확인 응답, 호 설정 및 해제, 및 보안 조치를 포함해

서 다양한 상이한 지원되는 음성 또는 데이터 서비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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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갱신

각종 이용 시나리오 하에서, 등록 갱신을 수행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 갱신 절차는 MS(보다 일반적임)

또는 망(덜 일반적인)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예컨대, MS는 UNC에 성공적으로 등록된 후 AP(상기 MS가 망을 액세스하

는데 이용하는 AP) 또는 중복 GSM 커버리지가 변경되었는지를 UNC에 알리기 위해 등록 갱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MS-개시 등록 갱신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되는 메시징의 일예가 도 10a에 도시되어 있다. 스텝 A에서, MS(102)는 위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UNC(140)와 접속을 형성하였다. 스텝 B에서, 상기 MS는 유효 셀 정보를 얻는다. 예컨대, 상기

MS는 로컬 GSM 셀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스텝 C에서, 상기 MS는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1000)를 상기 UNC

로 전송한다. 등록 파라미터들을 갱신하기 위해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가 MS에 의해 UNC로 전송된다.

도 11에는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1000)의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기본 IE 외에, 이유 IE, 셀 식별

자 리스트 IE, Cl 리스트 IE, AP 식별자 IE, 및 AP 위치 IE를 포함한다. 이유 IE는 갱신 이유가 셀 갱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

면 AP 갱신에 의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필수적인 IE이다. 셀 식별자 리스트 IE는 GSM 셀 정보(UMA RR 엔티티가 이용할

수 있음)가 최종 등록 또는 갱신 이후 변경되면 포함될 것이다. 이 IE 내에서, 셀 ID 식별자 필드는 셀들을 식별하는데 CGI

(Cell Global Identification) 포맷이 이용됨을 나타내는 0000일 수 있다. Cl 리스트 IE는 셀 식별자 리스트 IE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이 IE는 셀 식별자 리스트 IE 내의 각 셀의 경로 손실 참조 파라미터 Cl을 포함한다. AP 식별자 IE는

상기 MS가 UNC와 통신하는데 사용한 AP가 최종 등록 또는 갱신 이후 변경되면 포함될 것이다. AP 식별자는 상기 MS가

UNC와 통신하는데 사용한 AP의 비허가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이다.

상기 망은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를 수신할 때 등록 갱신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고, 또는 MS을 다른 UNC로

리디렉팅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UNC가 수행할 동작(예컨대, MS의 액세스 요소들의 변화)이 없으면, UNC는 단순히

응답 메시지가 없는 등록 갱신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이 경우에, 상기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

한다. 상기 망은 등록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URR 탈퇴 메시지를 상기 MS로 전송한다. URR 탈퇴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세

히 후술한다.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등록 갱신 정보에 따라, UNC는 도 10a의 스텝 D에서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604A)로 나타낸 바와 같이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MS를 다른 MS로 리디렉팅할 수 있다. 이

에 응답하여, 스텝 E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S가 리디렉팅된 새로운 UNC와의 정상 접속 절차들이 설정된다.

도 10b는 망-개시 등록 갱신과 함께 수행될 수 있는 각종 메시지 전송들을 도시한다. 이전과 같이, 스텝 A에서 MS(102)는

통상의 방식으로 UNC(140)와 접속을 형성하였다. 스텝 B에서, 망-개시 갱신 이벤트가 일어난다. 스텝 C에서, UNC는

URR 등록 갱신 다운링크 메시지(1002)를 전송하며, 이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 12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URR 등록 갱

신 다운링크 메시지(1002)는 리디렉팅된 UNC 주소 IE, 리디렉팅된 SGW 주소 IE, 및 상태 IE를 포함한다. 상태 IE는 (AP

의 지리적 위치의 정보에 기초하여) 위치 서비스들이 이용가능한지에 관한 UNC로부터의 지시를 제공한다. 이는 상기 MS

상의 아이콘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를 트리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가능한 값들은 다음과 같다:

0 위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음

1 위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없음

이들 조건 하에서, 상기 갱신된 등록 정보를 고려하여 다른 UNC로 재등록하기 위해 MS를 리디렉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기 망은 상기 MS를 다른 UNC로 리디렉팅하기로 판단한 경우 스텝 D에서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604B)로 나

타낸 바와 같이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상기 MS로 전송할 것이다. 스텝 E에서, 상기 MS가 리디렉팅된 UNC와의 접

속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 접속 절차들이 수행된다.

탈퇴

일반적으로, 탈퇴는 적절한 UNC를 통해 MS(예컨대, 기존의 접속을 탈퇴할 때) 또는 망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예컨대, 상

기 MS는 URR 탈퇴 메시지를 MS로부터 UNC로 전송함으로써 개시되는 탈퇴 절차를 AP를 떠나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 마

찬가지로, UNC는 URR 탈퇴 메시지를 상기 MS로 전송함으로써 임의 시간에 상기 MS의 탈퇴를 개시할 수 있다.

기본 IE들 외에 URR 원인 IE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URR 탈퇴 메시지 포맷(1300)이 도 13에 도시되어 있다. URR 원인 IE

에 대한 하나의 예시적인 세트의 값들을 포함하는 룩업 테이블이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탈퇴 이유를 식별하기 위해 URR

원인 값에 기초하여 URR 원인 룩업 테이블의 룩업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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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활성화

채널 활성화는 음성 또는 회선 교환 데이터 베어러 채널을 형성하는데 이용된다. 도 15에는 채널 활성화와 함께 수행되는

예시적인 메시지 시퀀스가 도시되어 있다. 스텝 A에서, MS(102)는 통상의 방식으로 UNC(140)와의 접속을 형성하였다.

스텝 B에서, UNC는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1500)를 상기 MS로 전송한다.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

여, 상기 MS는 대응 UMA 음성 베어러 채널을 형성한다. 성공적이면, 상기 MS는 스텝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URR 활성화

채널 ACK(nowledge) 메시지(1502)를 보낸다. UMA 음성 베어러 채널이 형성될 수 없으면, 상기 MS는 스텝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URR 활성화 채널 실패 메시지(1504)를 보낸다. 성공적인 활성화시, 스텝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MS와 UNC 간

에 형성된 음성 채널이 이제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지시해 주기 위해 URR 활성화 채널 완료 메시지(1506)가 UNC에

의해 상기 MS로 전송된다.

도 16에는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기본 IE들 외에, 채널 모드 IE, UNC

SDP IE, 및 암호 모드 설정 IE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채널 모드 IE는 다음의 채널 모드를 지정한다:

0000 0001 스피치 풀 레이트 또는 하프 레이트 버젼 1

0010 0001 스피치 풀 레이트 또는 하프 레이트 버젼 2

0100 0001 스피치 풀 레이트 또는 하프 레이트 버젼 3(AMR 버젼 1)

UNC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IE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업링크(MS로부터 UNC로) 부분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정보를 지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예컨대, 이 정보는 (특히) 망 주소(IP 주소), 전송 주소(포트), 전송 프로토콜(예

컨대, UDP 상의 RTP), 샘플 크기(예컨대, 20 ms), 및 페이로드 타입을 포함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이 IE의 값들의 포

맷은 RFC 2327, RFC 3551 및 RFC 3267에 정의되어 있다. 이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 단일 IE를 이용하는 것은, 상기 정

보는 별도의 IE들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선택적인 암호 모드 설정 IE는 상기

MS가 할당된 채널로 스위칭한 후 암호 모드가 변경될 때 나타난다. 이 정보 요소가 생략되면, 암호 모드는 채널 할당 절차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

도 17에는 URR 활성화 채널 ACK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 외에, MS SDP IE, 선

택적인 셀 식별자 리스트 IE, 및 조건부 Cl 리스트 IE를 포함한다. 상기 MS SDP IE는 상기 음성 베어러 채널의 다운링크

(UNC로부터 MS로) 부분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지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IE는, 포트 및 주소 정보가 이제

UNC가 아닌 MA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설명한 UNC SDP IE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UMA RR 엔

티티가 유효 GSM 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셀 식별자 리스트 IE가 포함될 것이다. 이 IE 내에서, 셀들을 식별하는데

CGI(Cell Global Identification) 포맷이 이용됨을 지시하기 위해 셀 ID 식별자 필드가 0000으로 설정된다. Cl 리스트 IE는

셀 식별자 리스트 IE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이는 셀 식별자 리스트 IE 내의 각 셀의 경로 손실 참조 파라미터 Cl

를 포함한다.

도 18에는 URR 활성화 채널 실패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추가적인 IE들은 UMA RR 원인 IE, 선택적인 셀 식

별자 리스트 IE, 및 조건부 Cl 리스트 IE를 포함한다. UMA RR 원인 IE는 코딩된 실패 원인을 포함한다. 한편, 셀 식별자 리

스트 IE 및 조건부 Cl 리스트 IE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도 19에는 URR 활성화 채널 완료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만을

포함하며, 여기서 메시지는 자신의 메시지 타입 값에 의해 식별된다.

핸드오버

망에 의해 지원되는 핸드오버의 2가지의 주요 타입들, 즉 UMAN으로의 핸드오버 및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가 있다.

UMAN으로의 핸드오버 동안에, MS에 대한 망 액세스는 허가 기반 무선 액세스 망(예컨대, GERAN)으로부터 UMAN 망

인프라구조로 핸드오버된다.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 동안에는, 상기 MS 액세스는 UMAN 망 인프라구조로부터 허가

기반 무선 액세스 망으로 핸드오버된다.

UMAN로의 핸드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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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AN로의 핸드오버에 대응하는 예시적인 메시지 시퀀스가 도 20에 도시되어 있다. 스텝 A는 예컨대 도 6a에 도시된 기

술을 이용하여 이전에 형성된 기존의 접속을 나타낸다. 스텝 B에서,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2000)는 허가 망이 만

든 대응 핸드오버 순서에 응답하여 MS(102)로부터 UNC(140)로 전송된다. 비-시그널링 모드가 채널 모드 IE에 의해 지시

되면, 스텝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UNC는 트래픽 채널 할당을 개시한다. 트래픽 채널 할당이 성공적이면, 스텝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MS는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2002)를 상기 UNC로 보낸다.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 21에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 외에, 핸드오버 명령 메시

지 IE를 포함한다. 이 IE는 액세스 식별을 위해 UMA 제어기에 의해 사용되는 핸드오버 참조를 제공하기 위해 완전한 핸드

오버 명령 계층 3 메시지(후술됨)를 포함한다.

도 22에는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을 포함하고 메시지 타입의

값에 의해 식별된다.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

MS와 UMAN 간의 접속을 다른 무선 액세스 망(예컨대, GERAN)으로 옮기기 위해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가 수행된

다. UMAN으로부터의 성공적인 및 성공적이지 않은 핸드오버에 대응하는 메시지 시퀀스들이 각각 도 23a 및 도 23b에 도

시되어 있다.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 절차는 스텝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속이 형성되고 상기 MS가 전용 상태인 것

에서 시작된다. 스텝 B에서 UNC로부터 수신되는 URR 업링크 품질 지시 메시지(2300)에 응답하여, 또는 상기 MS 핸드오

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면, 스텝 C에서 상기 MS는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2302)를 상기 UNC로 전송한다. 다음

에, 스텝 D에서, UNC는 URR 핸드오버 명령(2304)을 다시 상기 MS로 전송한다. UMAN으로부터의 핸드오버가 성공적이

지 않으면, 도 23b의 스텝 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S는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2306)를 보낸다.

URR 업링크 품질 지시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 24에 도시되어 있다. 메시지는 베어러 채널의 업링크 품질을 나타내는 각

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보의 특별한 포맷은 특별한 구현에 따라 좌우된다.

도 25에는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표준 IE들 외에, 채널 모드 IE, 셀

식별자 리스트, 및 Cl 리스트를 포함한다. 이들 후자의 두 IE들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일실시예에서, 채널 모드 IE는

GSM04.08에 기술된 바와 같은 채널 모드를 정의한다.

도 26a 및 도 26b에는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GSM 04.08/Release

98에 정의된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포맷에 기초하여 컴파일되며, UMA-GSM 핸드오버에 적용 불가능한 모든 선택적인 IE

들은 제거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 외에 다수의 IE들을 포함한다. 선택된 IE들에 대해 상세히 후술한다.

동기 지시 IE는 어느 타입의 동기가 적용가능한 지를 식별하는데 이용된다. 이 정보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정된 값은

"무 동기"이다. GSM04.08의 섹션 3.4.4.2에 4가지의 타입의 핸드오버, 즉 무 동기, 동기, 사전 동기, 및 의사 동기가 정의

되어 있다. UMA-GSM 핸드오버는 무동기 또는 사전 동기 핸드오버일 수 있다. 동기 핸드오버 및 의사 동기 핸드오버에서

는, 상기 MS가 이전의 BTS 및 상기 이전의 BTS와 새로운 BTS 간의 관측된 시간차를 이용하는 알려진 일방향 지연에 기

초하여 타이밍 진행을 계산해야 한다(GSM05.10의 부록 A에 더 많은 설명이 있음). UMA-GSM 핸드오버의 경우, 이와 같

은 변수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IE의 ROT 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 상기 MS가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에서 관측된 시간차

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제 1 채널 모드 IE: 이 정보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전에 할당된 채널의 채널 모드가 추정될 것이다.

주파수 채널 시퀀스, 주파수 리스트, 주파수 쇼트(short) 리스트, 및 모바일 할당, 장래 IE들: 장래를 위해 채널 설명들 중

적어도 하나가 주파수 호핑을 나타내면, 다음 정보 요소들 중 하나가 존재할 것이다:

주파수 채널 시퀀스, 장래;

주파수 리스트, 장래;

주파수 쇼트 리스트,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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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할당, 장래.

채널 설명 IE들 중 어느 것도 주파수 호핑을 나타내지 않으면, 상기 IE들이 과거를 위한 채널 설명 IE들의 디코딩에 필요하

지 않으면, 그리고 상기 4가지의 정보 요소들 중 어느 것이 존재하면, 상기 IE들은 상기 메시지에서 불필요한 IE들로서 간

주될 것이다.

주파수 채널 시퀀스 IE는 이것이 지시하는 모든 ARFCN들이 P-GSM 대역 내에 있지 않은 한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시작

시간 IE는 상기 MS가 채널의 변경이 일어난 순간에 채널들의 주파수 파라미터들을 다소간 변경하기를 상기 망이 원할 때

포함된다. 이 경우에, 시작시간 전에 이용될 주파수 파라미터들을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정보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시

작시간 IE는 새로운 셀 시간을 말한다. 시작시간 IE가 존재하고 시작시간 전에 이를 참조하는 정보 요소들이 없으면, 상기

MS는 대기하고 지시된 시간에 채널들을 액세스한다. 시작시간 IE가 존재하고 시작시간 전에 상기 정보 요소들 중 적어도

하나가 이를 참조하면, 상기 MS는 지시된 시간 동안 대기하지 않고 시작시간 전에 주파수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채널을

액세스한다. 시작시간 IE가 존재하지 않고 시작시간 전에 이를 참조하는 일부 정보 요소가 존재하면, 이들 정보 요소들은

상기 메시지에서 불필요한 IE들로서 간주될 것이다.

제 1 채널의 설명, 과거 IE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과거에 적용할 채널 설명이 제 1 채널 설명, 장래 IE에 의해 주

어진다. 제 2 채널 설명, 장래 IE가 존재하고, 제 2 채널 설명, 과거 IE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과거 구성의 설명이 필요

하면, 시작시간 전의 채널 구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개의 트래픽 채널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시작시간 전에 제 2 채널에

적용할 채널 설명이 제 2 채널, 장래 IE의 설명에 의해 제공된다.

시작시간 IE이 존재하고 상기 시작시간 전의 채널 설명들 중 적어도 하나가 주파수 호핑을 나타내면, 다음의 정보 요소들

중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고 시작시간 전에 모든 할당된 채널들에 적용된다:

모바일 할당, 과거 IE;

주파수 쇼트 리스트, 과거 IE;

주파수 리스트, 과거 IE;

주파수 채널 시퀀스, 과거 IE.

시작시간 IE가 존재하고 상기 시작시간 전의 채널 설명들 중 적어도 하나가 주파수 호핑을 나타내고, 위에서 언급된 IE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작시간 후의 주파수 리스트가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이 리스트는 시작시간 전에 채널들을 위해 적용된

다.

참조 셀 주파수 리스트: 모바일 할당 정보 요소들이 존재하면, 셀 채널 설명 IE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메시지 내의 모바일

할당 IE들을 디코딩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시작시간 전에 관련된 정보 요소들이 상기 메시지에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참조 셀 주파수 리스트 또는 새로운 셀의 수신이 남아 있을 때까지 새로운 셀에서 수신된 나중의 메시지들 내의 모바일 할

당 IE들을 디코딩하기 위해 셀 채널 설명 IE에 의해 정의된 주파수 리스트가 이용된다.

타이밍 진행 IE 요소는 "동기 지시" 요소가 사전 동기 핸드오버를 나타내면 존재할 것이다. 사전 동기 핸드오버용으로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면, GSM 05.10에서 정의된 디폴트값이 사용될 것이다. 다른 타입의 핸드오버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 요소

로 간주될 것이다.

암호 모드 세팅 IE: 이 정보 요소가 생략되면, 상기 MS가 할당된 채널로 스위칭한 후에는 암호 모드가 변경되지 않는다. 멀

티 레이트 구성 IE는, 제 1 채널 모드 IE가 멀티 레이트 스피치 코덱을 나타내면, 그리고 할당된 구성이 새로우면, 즉 서빙

셀에서 사용되는 멀티 레이트 구성과 다르면, 나타난다. 제 1 채널 모드 IE가 멀티 레이트 스피치 코덱을 나타내고 이 IE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MS는 멀티 레이트 구성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도 27에는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기본 IE들 외에, 도 14의 값을 나

타낸 표에 정의된 적용 가능한 값을 가진 UMA RR 원인 IE를 포함한다.

URR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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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R 접속 및 시그널링의 해제는 MS 또는 UNC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도 28은 MS에 의해 개시되는 URR 해제를 도시한

다. 스텝 A에서, MS(102)와 UNC(140)간에 접속이 형성되고, 상기 MS는 전용 상태로 동작한다. 상기 URR를 해제하기 위

해, 스텝 B에서 상기 MS가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2800)를 상기 UNC로 전송한다.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의 일실시

예가 도 29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을 포함하고 있고, 상기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 값에 의해

식별된다.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UNC는 스텝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URR 접속을 위해 사용된 자원을

해제하기 위해 해제 요청(2802)을 코어망에 전송한다. 이에 응답하여, 코어 망은 URR 접속 용의 적절한 자원의 해제를 개

시한다. 상기 해제로 도 30에 도시된 시퀀스가 일반적으로 얻어진다.

도 30에는 UNC에 의해 개시된 URR 해제 또는 UNC가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할 때의 URR 해제에 대응하는 메

시지 시퀀스가 도시되어 있다. 이전과 같이, 스텝 A에서 MS(102)와 UNC(140) 간의 접속이 형성되고, 상기 MS는 전용 상

태로 동작한다. 스텝 B에서, UNC는 URR RR 해제 메시지(3000)(대안으로 URR 해제 메시지라고도 함)를 상기 MS로 전송

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UNC는 일반적으로 URR 클리어 요청를 수신하고, 클리어 요청 메시지를 상기 MSC에 전송

하며, 다음에 상기 MSC는 세션을 해제함으로써 UNC가 URR 해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응답하여, 상기

MS는 스텝 C에서 URR RR 해제 완료 메시지(3002)(대안으로 URR 해제 완료 메시지라고 함)를 상기 UNC로 보낸다. 또

한, 상기 MS는 모든 URR 자원 및 어떤 트래픽 채널 자원을 해제한 다음에, URR-아이들 상태로 들어간다.

도 31에는 URR(RR) 해제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 외에, UMA RR 원인IE

및 선택적인 GPRS 재개 IE를 포함한다. UMA RR 원인 IE는 도 14의 표에 정의된 대응 값을 통해 해제의 이유를 정의하는

데 이용된다.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재개 IE는 URR 세션을 시작할 때 상기 MS가 중지한 GPRS 세션을

성공적으로 재개하였는지를 지시하는데 이용된다.

도 32에는 URR(RR) 해제 완료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을 포함하고, 상기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 값에 의해 식별된다.

페이징 메시지들

UNC는 A-인터페이스를 통해 페이징 요청 메시지를 또는 Gb-인터페이스를 통해 페이징 CS 메시지를 수신할 때 페이징

을 개시시킨다. 페이징될 상기 MS는 요청시 수신된 아이덴티티에 의해 식별된다. 페이징 메시지들의 예시적인 교환이 도

33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시퀀스는 스텝 A에서 UNC(140)가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3300)를 MS(102)로 전송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스텝 B에서, 상기 MS는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3302)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

에 응답하여 새로 형성된 UMA RR 세션을 통해 상기 MS로부터 상기 UNC로 제 1 메시지로서 전송된다.

도 34에는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 외에, 채널 요구 IE

(페이지가 세션 설정 또는 호 설정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것인 지를 나타내는데 이용됨), 및 모바일 아이덴티티 IE(상기 MS

를 식별하는데 이용됨)을 포함한다.

도 35에는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 외에, 암호화 키 시

퀀스 넘버 IE, 채널 요구 IE, 및 모바일 아이덴티티 IE를 포함한다. 암호화 키 시퀀스 넘버 정보 요소의 목적은 상기 망이 인

증 절차의 호출 없이 이동국에 저장된 암호화 키 Kc를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Kc는 상기 MS가 상기 망에

의해 인증될 때(난수 이용) 발생 및 저장된다. UMA 모드에서 호를 암호화하는데 Kc가 사용되지 않으면, 호는 GSM으로

핸드오버되어야 한다. 상기 망이 호마다(예컨대, 3 또는 4 호마다) 인증하지 않으면, 암호화 키 시퀀스 넘버 IE는 저장된

Kc 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클래스마크 메시지들

클래스마크 메시지들은 UNC가 MS의 능력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용된다. 클래스마크 질의 절차

는 도 36의 스텝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S가 전용 접속을 형성한 때(즉, 상기 MS가 URR 전용 모드인 때) 개시될 수

있다. 스텝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UNC는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3600)를 상기 MS에 전송함으로써 클래스마크 질

의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응답하여, 스텝 C에서 MS는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3602)를 보낸다.

도 37에는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상기 예시된 메시지 포맷은 기본 IE들을 포

함하고, 상기 메시지는 메시지 타입 값에 의해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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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에는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의 일실시예가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 기본 IE들 외에 모바일 상태 클

래스마크 IE, 및 추가적인 이동국 클래스마크 정보 IE를 포함한다. 모바일 상태클래스마스크 IE는 GSM04.08에 의해 정의

된, GSM RR 엔티티에 의해 현재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응하는 클래스마크 2 정보를 포함한다. 추가적인 이동국 클래

스마크 정보 IE는 이동국 클래스마크 IE의 CM3 비트가 1로 설정되면 포함될 것이다. 이 IE는 GSM04.08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마크 3에 추가적인 MS 능력들을 제공한다.

UNC 아키텍처

UNC의 일실시예에 대응하는 하이 레벨 아키텍처를 예시하는 블록도가 도 39에 도시되어 있다. UNC 아키텍처의 중심에

INC(indoor network controller)(3900)가 있다. 일반적으로, INC는 UNC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동작과 동일한 동작을 수

행한다. 그러나, 상기 예시된 UNC 아키텍처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집적된 보안 게이트웨이 서버(3902)뿐만 아니라, 상기

INC에 의해 제어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3904)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의 각각은 여기서 설명된 UNC 동작들의

각종 애스펙트들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되는 별도의 요소로서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UNC는 (예컨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AP(128) 및 광대역 IP 망(138)을 통해) 이동국과 UNC 간의 통신

을 지원하는 하나 이상의 통신 포트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도 39의 예시된 실시예에서, 보안 게이트웨이 서버

(3902)가 IP 포트(3906)를 통해 IP 망(138)에 연결된다. 또한, INC(3900) 및 미디어 게이트웨이(3904)를 보안 게이트웨

이 서버에 접속하는데 IP 포트들(3908, 3910)이 사용된다.

보안 게이트웨이 서버(3902)는 보안 서비스 및 인증 서비스를 수행한다. 상기 보안 게이트웨이 서버는 집적된 유닛(도시

되지 않음)일 수 있고, 또는 적절한 통신 링크를 통해 상기 UNC에 접속된 별도의(물리) 유닛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코

어 망에 의해 제공되는 음성 서비스들을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3904)는 집적된 유닛

(도시되지 않음) 또는 적절한 통신 링크들을 통해 INC 및 보안 게이트웨이 서버들에 연결된 별도의 유닛을 구비할 수 있다.

INC(3900)는 여기서 설명된 업 인터페이스 메시지들을 지원(즉, 발생 및 처리)하는 자원을 포함한다. 이들 자원은 업 인터

페이스(I/F) 로직(3912)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INC(3900)는 Gb 포트(3916)를 통해 SGSN(114)와의 통신을

지원하는 SGSN 인터페이스 로직(3914), 및 SS7 포트(3920)를 통해 MSC(110)와의 통신을 지원하는 MSC 인터페이스

로직(3918)을 포함한다. 한편, 미디어 게이트웨이(3904)는 TDM 포트(3924)를 통해 MSC(110)와의 통신을 지원하는

MSC 인터페이스 로직(3922)을 포함한다. 업 인터페이스 로직(3912), SGSN 인터페이스 로직(3914), 및 MSC 인터페이

스 로직(3918, 3922)의 각각은 소프트웨어, 내장 프로그래밍된 하드웨어 또는 이들 둘의 조합의 실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

다. 예컨대, 업 인터페이스 로직(3912)은 프로세서상의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실행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고,

상기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URR 메시지들을 발생 및/또는 처리하기 위해 코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NC는 단일 서버, 다수의 분산 서버들, 및 다수의 클러스터 서버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예컨대, 도 39의

UNC 아키텍처의 블록도에 도시된 각종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하는 단일 서버

(3926)가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보안 게이트웨이 서버 기능들 및/또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능들과 같은 기능들의

일부는 별도의 서버 또는 서버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성에서, 블레이드(blade) 서버(3928)가 사용될 수 있

다. 블레이드 서버는 공통 랙 또는 샤시에 설치된 다수의 서버 블레이드들(3930)을 포함하고, 각각의 서버 블레이드는 별

도의 서버로서 기능을 하고, 자신의 프로세서(들) 및 망 인터페이스들을 갖는다. 일실시예에서, 보안 게이트웨이 서버

(3902), INC(3900), 및 미디어 게이트웨이(3904)의 각각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들은 각각의 서버 블레이드들(3930) 상에

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 및/또는 모듈들의 실행을 통해 구현된다.

이동국 아키텍처

도 40은 이동국의 일실시예에 대한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예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아키텍처는 비휘발성 메모리(4002)에

연결된 프로세서(4000), 허가 RAN 안테나 서브시스템(4004), 및 비허가 RAN 안테나 서브시스템(4006)을 포함한다. 비

휘발성 메모리(4002)는 여기서 설명되는 각종 기능들 및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펌웨어 명령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 기능 및 동작은 허가 RAN 인터페이스 로직(4008), WLAN 인터페이스 로직(4010), 및 업 인터페이스

로직(4012)으로 도시되어 있다.

허가 RAN 안테나 서브시스템(4004) 및 허가 RAN 인터페이스 로직(4008)은 종래의 허가 RAN 동작들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컨대, 일실시예에서, 허가 RAN은 GSM 망을 구비하며, 따라서 이들 구성 요소는 셀룰러 통신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GSM 기반 셀룰러 디바이스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상 GSM 망 동작들을 구현한다. 한편, 비허가

공개특허 10-2007-0044402

- 57 -



RAN 안테나 시스템(4006) 및 WLAN 인터페이스 로직(4010)은 UMAN 서비스들을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액세스 포인

트(128)와의 비허가 무선 채널(즉, 링크)(136)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블록들은 비허가 WLAN 링크

를 통해 통신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종래의 구성 요소들은 및 로직을 나타낸다. 예컨대, 이들 구성 요소들은 블루투스 링

크용의 도 3B에 도시된 블루투스 하위 계층들 또는 802.11 링크용의 도 3c에 도시된 802.11 하위 계층들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나타낸다.

업 인터페이스 로직(4012)은 여기서 설명된 상기 MS측 업 인터페이스 기능들 및 동작들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각종 URR 메시지들의 발생 및 처리뿐만 아니라, 도 3a 및 도 3d-f에 도시된 각종 업 인터페이스 계층들의 제공을 포함한

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여기에 도시된 각종 메시지 포맷들은 예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메시지는 프로토콜 식별

자, 스킵 지시기, 및 메시지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는 하나의 기본 세트의 정보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 IE로서의 UCI

정보 요소의 포함은 여기서 예시한 메시지 포맷들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메시지가 제 1 메시지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

지인지, 아니면 긴급 관련된 메시지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UCI IE 또는 유사한 IE는 필요 없으며, 이 기능은 예컨대 통신 디

바이스들(즉, 이동국들 및 UNC들)에 관한 적절한 상태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수단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제안된 구현 하에서, 스트리밍 트랜스포트(예컨대, TCP) 상에서의 메시지 묘사는 하위 전송 자체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

서, 가변길이 메시지 포맷의 길이를 지정하는 정보 요소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는, 발명자들이 메시지의 길이를

지정하는 정보 요소의 이용을 스트리밍된 메시지들을 묘사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서 생각함에 따라, 제한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각종 정보 요소들의 포맷들 또한 단순히 예시적인 것이다. 예컨대, 소정의 한 세트의 정보가 단일 IE를 통해 또는 다수의

IE들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도시된 IE들에 포함된 정보는 다른 포맷들로 배열될 수 있고, 및/또는 대안적인

방식들로 그룹화될 수도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각종 메시지 발생 및 처리 동작뿐만 아니라 업 인터페이스의 각종 애스펙트들을 구현하는 수단은 프로세서, 다중 프로세

서, 멀티-코어 프로세서, 마이크로제어기 등(이에 한정되지 않음)과 같은 적절한 처리 요소들 상에서의 소프트웨어/펌웨어

명령들의 실행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일부 형태의 프로세싱 코어 상에서 실행되거나 기계-판독

가능한 매체 상에서 또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내에서 실현되는 명령들로서 사용될 수 있거나 그 명령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기계판독가능한 매체는 기계(예컨대, 컴퓨터)에 의해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저장 또는 전송하는 메커

니즘을 포함한다. 예컨대, 기계-판독가능한 매체는 ROM(read 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자기 디

스크 기억 매체; 광 기억 매체; 및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기계-판독가능한 매체는 전기, 광학,

음향 또는 다른 형태의 전달되는 신호들(예컨대, 반송파, 적외선 신호, 디지털 신호 등)과 같은 전달되는 신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한가지 구현에서, UMA 메시징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서 구현된 명령들이 UMAN 또

는 GSM 링크와 같은 무선 링크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요약서에 설명된 것을 포함해서 본 발명의 예시된 실시예들의 상기한 설명은 소모적이도록 또는 본 발명을 공개된 정확한

형태들에 한정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 및 예들을 예시를 위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각종 등가적인 수정들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알 것이다.

이들 수정은 상기한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여 본 발명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다음의 청구 범위에서 이용된 용어들은 명세

서 및 도면에 공개된 특정 실시예들에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는 청구

범위 해석의 설정된 원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다음의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부록 I: 두문자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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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l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IAN(indoor access network) 모바일 서비스 솔루션의 개요를 제공하는 도면.

도 1b는 일실시예에 따른 모바일 세트의 프로토콜 계층들을 예시하는 도면.

도 1c는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변환 방법을 예시하는 도면.

도 2a는 블루투스 시그널링을 통해 비허가 무선 링크들을 제공하는 이동국의 일실시예를 위한 레벨 1, 레벨 2, 및 레벨 3

GSM 관련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개요를 예시하는 도면.

도 2b는 IEEE 802.11 시그널링을 통해 비허가 무선 링크들을 제공하는 이동국의 일실시예를 위한 레벨 1, 레벨 2, 및 레

벨 3 GSM 관련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개요를 예시하는 도면.

도 3a는 일실시예에 따른 UMA 특정 시그널링뿐만 아니라 CS 도메인 시그널링을 지원하는 업(Up)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하는 도면.

도 3b는 물리 계층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이동국 및 액세스 포인트가 이용하는 블루투스 하위 계층들을 보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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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c는 물리 계층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이동국 및 액세스 포인트가 이용하는 블루투스 하위 계층들을 보인 도면.

도 3d는 일실시예에 따라 GSM 음성 전송을 지원하는 업 CS 도메인 음성 베어러(bearer)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하는

도면.

도 3e는 일실시예에 따른 업 GPRS 사용자 평면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하는 도면.

도 3f는 일실시예에 따라 GPRS 시그널링을 지원하는 업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예시하는 도면.

도 4는 일실시예에 따른 여러 가지 가능한 GSM 및 UMA 커버리지 시나리오들을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일실시예에서의 이동 관리 기능들을 예시한 도면.

도 6a는 성공적인 등록에 대응하는 URR 등록 메시지 교환을 예시한 도면.

도 6b는 거절된 등록에 대응하는 URR 등록 메시지 교환을 예시한 도면.

도 6c는 MS가 제 1 UNC로부터 제 2 UNC로 리디렉팅되는 URR 등록 메시지 교환을 예시한 도면.

도 7은 URR 등록 요청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8a는 URR 등록 ACK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8b는 UMA GSM 시스템 정보 정보 요소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9는 URR 등록 거절/리디렉팅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0a는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 및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포함하는 URR 메시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10b는 URR 등록 갱신 다운링크 메시지, URR 탈퇴 메시지, 및 URR 등록 리디렉트 메시지를 포함하는 URR 메시지 시

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11은 URR 등록 갱신 업링크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2는 URR 등록 갱신 다운링크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3은 URR 탈퇴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4는 각종 URR 동작의 원인에 대응하는 8 비트 값들을 포함하는 룩업 테이블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5는 채널 활성화 메시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16은 URR 활성화 채널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7은 URR 활성화 채널 ACK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8은 URR 활성화 채널 실패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19는 URR 활성화 채널 완료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20은 이동국에 의해 개시되는 핸드오버 메시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21은 URR 핸드오버 액세스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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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URR 핸드오버 완료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23a는 UNC로부터 전송되는 URR UP 링크 품질 지시 메시지에 응답하여 개시되는 핸드오버 메시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23b는 핸드오버 실패에 따라 UNC로부터 전송되는 URR 업링크 품질 지시 메시지에 응답하여 개시되는 핸드오버 메시

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24는 URR 업링크 품질 지시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25는 URR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26a 및 도 26B는 URR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부분들의 도면.

도 27은 URR 핸드오버 실패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28은 이동국으로부터 UNC로 전송된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를 예시한 도면.

도 29는 URR 클리어 요청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30은 UNC에 의해 개시되는 URR 해제 메시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31은 URR RR 해제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32는 URR RR 해제 완료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33은 UNC에 의해 개시되는 URR 페이징 메시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34는 URR 페이징 요청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35는 URR 페이징 응답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36은 UNC에 의해 개시되는 URR 클래스마크 메시지 시퀀스를 예시한 도면.

도 37은 URR 클래스마크 질의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38은 URR 클래스마크 변경 메시지 포맷의 일실시예를 예시한 표.

도 39는 UNC의 하이레벨 아키텍처의 일실시예를 예시하는 개략도.

도 40은 이동국의 하이레벨 아키텍처의 일실시예를 예시하는 개략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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