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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세대 이동교환시스템에서 다수의 호서버기능을 갖는 MIN을 이용하여 위치등록이나 이동가입자 발신호를 분배하여 
처리하는 호분배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입자로부터 위치등록이나 발신호 요구가 있을 시 상기 이동망교환기에서 상기 다수의 MIN중 해당 MIN으로 위치등
록이나 발신호 요구메세지를 전송하며, 상기 해당 MIN에서 위치등록나 발신호 요구 메시지를 수신할 시 발신자 식별번
호를 읽어들여 목적지 MIN어드레스를 검색하고,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 검색 시 목적지 Prefix head digit를 가진 변형 
Prefix가 검출될 시 즉시 위치등록이나 발신호 처리를 수행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차세대 이동교환기, 호분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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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차세대 이동교환시스템의 블록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IN을 분배하기 위한 라운드 로빈방식을 나타낸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refix MIN루팅 테이블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 등록에 대한 멀티 MIN 루팅모듈처리 제어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가입자 호처리 루팅 과정을 제어하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교환시스템에서 호분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차세대 이동교환시스템에서 다수의 호서버기능
을 갖는 MIN(Managed Inteligence Node)을 이용하여 위치등록이나 이동가입자 발신호를 분배하여 처리하는 호분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교환시스템은 하나의 MSC에서 이동가입자의 위치등록이나 호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가 많은 
경우 시스템의 로드가 가중되어 신속한 서비스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MSC에서는 스위칭 처리기능만을 수행하고, 다
수의 MIN(Managed Inteligence Node)을 구비하여 VLR정보를 포함하는 각종호처리기능을 처리하도록 하는 차세대 
이동교환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차세대 이동교환시스템에서 시그널링 정합 및 스위칭기능과 호제어 기능을 분산처리하여 신
속한 호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시그널링 정합 및 스위칭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망 교환기와, 상기 이동망 교환기
와 연결되고, 통합된 호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호서버로 VLR(Visitor Location Register)을 내장하는 다수의 MIN(M
anaged Inteligence Node)을 가지는 차세대 이동교환망에서 호 분배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망 교환기가 가입자로부
터 위치등록 요구가 있을 시 미리 정해진 분배 방식에 따라 상기 다수의 MIN중 임의의 MIN으로 위치등록 요구메세지
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임의의 MIN이 상기 위치등록 요구 메시지를 수신할 시 발신자 식별번호를 읽어들여 목적지 
MIN어드레스를 검색하는 과정과, 상기 임의의 MIN이 상기 목적지 MIN어드레스 검색 시 Prefix가 목적지 Prefix he
ad digit를 가진 변형 Prefix로 검출되면 위치등록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
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차세대 이동교환시스템의 블록구성도이다.

    
이동망은 교환기인 MSC(Mobile Switching Center)(100)와 다수의 MIN(Managed Inteligence Node)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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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Managed Inteligence Platform)(120)와, 기지국 제어장치인 다수의 BSC(Base Station Controller)(108)로 
이루어지는 교환국과, 각 BSC(108)에 연결되는 기지국인 다수의 BTS(Base Transceiver Station)(110)로 구성되
며, 다수의 이동전화기(112)와 함께 무선으로 연결되어 일반공중전화망인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
work) 및 이동전화망(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과 접속한다. BSC(108)는 무선 링크 및 유선 링크 제
어, 핸드 오프(hand-off) 기능들을 수행한다. BTS(110)는 이동전화기(112)와 함께 무선통신로를 구성하고 무선 자
원을 관리한다. HLR(106)은 가입자 위치 등록 기능을 수행한다. 이동망 교환기(100)는 시그널링 정합 및 스위칭기능
을 수행한다. 여기서 이동망 교환기(또는 중계선정합부)(100)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MSC 또는 ATM교환기를 사용
할 수 있다.
    

MIP(120)는 다수의 MIN1∼MINn(A1∼An)으로 구성되어 통합된 호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호서버로 VLR(Variable 
Location Register)을 내장하고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IN을 분배하기 위한 라운드 로빈방식을 나타낸 순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refix MIN루팅 테이블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서 MIN별 루팅을 위한 MSC의 초기 요구는 MIN그룹내에서 특정 MIN부하를 경감하기위해 라운드 로빈형태
의 순환분배방식을 이용한다. 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본 발명의 MSC의 분배규칙에 따라 수신한 위치 등록 및 발신호 
요구의 최초 메시지를 처리한다. MIN으로 처리요구를 분배하는 일종의 Prefix MIN루팅 테이블의 구성은 도 3과 같으
며, 이 테이블의 데이터 작업은 운영자에 의해 조작될 수 있고 시스템 관리요소가 있을 경우 통합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도 3과 같은 루팅테이블은 이동망 교환기로부터 BSC(108)에서 보내진 위치등록이나 발신호 요구와 같은 최초의 메시
지가 호처리 MIN으로 수신될 때 실제로 어느 MIN에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 관리구성요소중 Pre
fix와 Call MIN어드레스 데이터는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생성, 관리될 수 있고, MIN상태는 온라인중에 호처리 MIN상
태관리를 하는 유지보수기능과 연계된다. 이 테이블을 실현하는 방식은 OODB(Object Oriented Data Base)이든 RD
B(Relation Data Base)이든 도 3과 같은 요소를 가지도록 하면 된다. Prefix데이터는 이동가입자의 이동식별코드(M
obil Identity)의 전체 필드중에서 사업자 식별번호(MIN2)를 제외한 것으로 국내 이동망 기준으로는 나머지 7자리 디
지트중 Prefix에 해당하는 3개 디지트를 말한다. 이 Prefix와 MIN정보는 해당 MIN의 VLR 테이블에 정의된 Prefix의 
가입자들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호처리 MIN그룹이 몇 개의 서로 다른 사업자를 묶어
서 제어한다면 MIN2가 포함된 6자리 디지트 정보를 해당 Prefix필드를 차지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 등록에 대한 멀티 MIN 루팅모듈처리 제어 흐름도이다.

    
101단계에서 이동망 교환기(100)에서는 다수의 MIN1∼MINn으로 예를들어 라운드로빈방식에 의해 분배된 해당 MI
N로 위치등록 요구메세지를 보낸다. 그러면 102단계에서 상기 분배된 MIN에서 위치등록메세지를 수신한다. 이때 10
3단계에서 해당 MIN은 발신자 식별번호를 읽어들인 후 104단계로 진행하여 해당 Prefix목적지가 목적지 MIN Prefi
x head Digit('8')를 가진 변환 Prefix인지 아닌지 판별한다. 이때 목적지 MIN Prefix가 변환 Prefix가 아니면 105
단계로 진행하여 도 3과 같은 MIN루팅 테이블로부터 수신한 Prefix값이 가르키는 목적지 MIN어드레스를 찾는다. 그
런 후 106단계에서 해당 MIN은 상기 찾아진 MIN어드레스가 자신의 것인지 검사하여 자신의 것이면 109단계로 진행
하여 위치등록 처리단계로 천이한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니면 107단계로 진행하여 발신자 식별번호(Mobile ID) P
refix field의 MIN Prefix head Digit를 '8'로 변경한다. 즉, 발신자 식별번호(Mobile ID)에 목적지 MIN Prefix를 
삽입한다. 그리고 108단계에서 목적지 MIN으로 위치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 102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상기 1
04단계에서 해당 Prefix가 목적지 MIN Prefix head digit('8')이면 109단계로 진행하여 위치등록 처리단계를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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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가입자 호처리 루팅 과정을 제어하는 흐름도이다.

    
201단계에서 이동망 교환기(100)에서는 다수의 MIN1∼MINn으로 예를들어 라운드로빈방식에 의해 분배된 MIN로 
발신호 요구메세지(Connect ind)를 보낸다. 그러면 202단계에서 상기 분배된 MIN에서 발신호 요구메세지(Connect 
ind)를 수신한다. 이때 203단계에서 긴급호인지 검사하여 긴급호이면 210단계로 진행하여 접속응답(Connection Re
sponse)을 응신한다. 그리고 211단계로 진행하여 발신호 처리단계로 천이한다. 그러나 상기 203단계에서 긴급호가 아
니면 204단계로 진행하여 해당 MIN은 발신자 식별번호를 읽어들인 후 205단계로 진행하여 해당 Prefix목적지가 목적
지 MIN Prefix head Digit('8')를 가진 변환 Prefix인지 아닌지 판별한다. 이때 목적지 MIN Prefix가 변환 Prefix가 
아니면 206단계로 진행하여 도 3과 같은 MIN루팅 테이블로부터 수신한 Prefix값이 가르키는 목적지 MIN어드레스를 
찾는다. 그런 후 207단계에서 해당 MIN은 상기 찾아진 MIN어드레스가 자신의 것인지 검사하여 자신의 것이면 210단
계로 진행하여 접속응답(Connection Response)을 응신한다. 그리고 211단계로 진행하여 발신호 처리단계로 천이한
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니면 208단계로 진행하여 발신자 식별번호(Mobile ID) Prefix field의 MIN Prefix head 
Digit를 '8'로 변경한다. 즉, 발신자 식별번호(Mobile ID)에 목적지 MIN Prefix를 삽입한다. 그리고 209단계에서 목
적지 MIN으로 발신호 요구메세지를 전송하고 202단계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상기 205단계에서 해당 Prefix가 목적지 
MIN Prefix head digit('8')이면 210단계로 진행하여 접속응답(Connection Response)을 응신한다. 그리고 211단
계로 진행하여 발신호 처리단계로 천이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교환망에서 시그널링 정합 및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 패브릭인 이동망 
교환기와 통합된 호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호서버성격의 VLR을 내장하는 MIP로 구성하여 이동망 교환기로부터 수신한 
이동가입자의 위치등록과 발신호 요구등을 다른 호처리 MIN들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MIN에 내장된 VLR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분배하므로 호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세대 이동교환망에서 호 분배방법에 있어서,

시그널링 정합 및 스위칭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망 교환기와, 상기 이동망 교환기와 연결되고 통합된 호 제어기능을 수행
하는 호서버로 VLR(Visitor Location Register)을 내장하는 다수의 MIN(Managed Inteligence Node)을 구비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망 교환기가 가입자로부터 위치등록 요구가 있을 시 미리 정해진 분배 방식에 따라 상기 다수의 MIN중 임의
의 MIN으로 위치등록 요구메세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임의의 MIN이 상기 위치등록 요구 메시지를 수신할 시 발신자 식별번호를 읽어들여 목적지 MIN어드레스를 검색
하는 과정과,

상기 임의의 MIN이 상기 목적지 MIN어드레스 검색 시 Prefix가 목적지 Prefix head digit를 가진 변형 Prefix로 검
출되면 위치등록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분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MIN이 상기 목적지 MIN어드레스 검색 시 Prefix가 목적지 Prefix head digit를 가진 변형 Prefix가 검
출되지 않으면 상기 목적지 MIN어드레스가 자신의 MIN어드레스인지 검출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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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신의 MIN어드레스이면 위치등록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호분배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자신의 MIN어드레스가 아니면 발신자 식별번호에 목적지 MIN Prefix를 삽하여 검출된 목적지 MIN어드레스에 
해당하는 MIN으로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호분배방법.

청구항 4.

차세대 이동교환망에서 호 분배방법에 있어서,

시그널링 정합 및 스위칭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망 교환기와, 상기 이동망 교환기와 연결되고 통합된 호 제어기능을 수행
하는 호서버로 VLR(Visitor Location Register)을 내장하는 다수의 MIN(Managed Inteligence Node)을 구비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망 교환기가 가입자로부터 위치등록 요구가 있을 시 미리 정해진 분배 방식에 따라 상기 다수의 MIN중 임의
의 MIN으로 위치등록 요구메세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임의의 MIN이 상기 위치등록 요구 메시지를 수신할 시 발신자 식별번호를 읽어들여 목적지 MIN어드레스를 검색
하는 과정과,

상기 목적지 MIN어드레스 검색 시 Prefix가 목적지 Prefix head digit를 가진 변형 Prefix로 검출되면 접속응답을 한 
후 발신호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호분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MIN이 상기 목적지 MIN어드레스 검색 시 Prefix가 목적지 Prefix head digit를 가진 변형 Prefix가 검
출되지 않으면 상기 목적지 MIN어드레스가 자신의 MIN어드레스인지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자신의 MIN어드레스이면 접속응답을 한 후 발신호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호분배방
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자신의 MIN어드레스가 아니면 발신자 식별번호에 목적지 MIN Prefix를 삽하여 검출된 목적지 MIN어드레스에 
해당하는 MIN으로 발신호 처리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호분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MIN이 발신호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여 긴급호가 있을 시 접속응답을 한 후 발신호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호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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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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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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