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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음성 서비스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합 액세스 단말의 크로스 호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CDMA 2000 1x 통신 시스템 및 1xEV-DO 시스템과 통신이 가능한 복합 액세스 단말을 호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이 CDMA 2000 1x 통신 시스템으로 위치등록을 수행하면, 상기 CDMA 2000 1x 통신

시스템은 1xEV-DO 통신 시스템으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 정보를 등록한다. 이후 상기 1xEV-DO 통신 시스템

에서 상기 등록된 위치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CDMA 2000 1x 통신 시스템으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호출을 요구하면

상기 CDMA 2000 1x 통신 시스템은 상기 1xEV-DO 통신 시스템의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을 호출하며,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에서 상기 CDMA 2000 1x 통신 시스템을 통해 상기 호출 요구에 응답하면 상기 1xEV-DO 통신 시

스템은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과 데이터 호를 연결하고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복합 액세스 단

말이 IS-2000 전용 슬롯모드에 있더라도 크로스 페이징에 의해 1xEV-DO 호의 착신이 가능하며, 복합 액세스 단말이

CDMA 2000 1x 시스템의 유휴 상태에 있더라도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1xEV-DO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다양

한 MM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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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CDMA 2000 1x, IS-2000, 1xEV-DO, IS-856, REGISTRATION, CROSS-PAGING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3세대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복합 액세스 단말의 동작모드들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CDMA 2000 1X 시스템과 1xEV-DO 시스템의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갱신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4는 위치등록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SCM 필드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위치갱신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A14 갱신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상기 도 3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갱신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크로스 호출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10은 A14 호출 요구 메시지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크로스 호출 요구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상기 도 9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크로스 호출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음성 서비스와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복합 액세

스 단말(Hybrid Access Terminal)을 호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2000 1x, WCDMA/UMTS(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GPRS(General Packet Radio System) 및 CDMA 2000

1xEV-DO(Evolution in Data Only)와 같은 무선통신시스템은 제3세대(3rd Generation) 무선통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다.

현재 음성 서비스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 가능한 CDMA 1x 규격인 IS-2000으로부터 고속의 패킷 데이터만

을 지원하는 CDMA 2000 1xEV-DV 규격인 IS-856으로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두 가지 시스템 모두를 액세스할 수 있

는 복합 액세스 단말(Hybrid Access Terminal: HAT)이 개발되었다. 복합 액세스 단말은 1xEV-DO 시스템과 CDMA

2000 1x 시스템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배터리의 소모를 보다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정시간 동

안 유휴 상태가 지속되면 CDMA 2000 1x 시스템만을 모니터링하는 상태로 자동 천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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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xEV-DO와 같이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

존의 단문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에서 개선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ultimedia Message

Service: MMS)를 제공한다. MMS란 이동 단말을 통해 문자뿐 아니라 그래픽이나 사진, 음악, 비디오클립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서, 무선통신의 속도가 개선되고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컬러 단말의 출시

등으로 향후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 역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의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진, 메시지, 동영상 카드, 이동 광고 등 멀티미디어 메시

지 서비스를 응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단문메시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호출 채널이나 제어 채널과 같이 통화채널이 아

닌 부가채널(Overhead Channel)을 이용하여 제공된다. 이동 단말은 단문메시지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제공받고 또한

시스템의 호출(Paging)에 응답하기 위하여 유휴 상태에서 이러한 부가채널들은 주기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 액세스 단말은 1xEV-DO 시스템과 CDMA 2000 1x 시스템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도중 1x EV-DO 시스템의 유휴 상태가 시작된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CDMA 2000 1x 시스템만을 모니터링하는 상태

로 자동 천이한다. 따라서 복합 액세스 단말은 1xEV-DO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으며, 1xEV-DO 시스템

에 의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CDMA2000 1x 시스템과

1xEV-DO 시스템을 모두 지원하는 복합 액세스 단말에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합 액세스 단말이 CDMA2000 1x 시스템만을 모니터링하는 도중 1xEV-DO 시스템으로부터의 착신

호출(Paging)에 응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합 액세스 단말이 주기적으로 CDMA 2000 1x 시스템 및 1x EV-DO 시스템을 번갈아 접속하는 오버

헤드의 감소를 통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복합 액세스 단말이 1xEV-DO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CDMA 2000 1x 브로드

캐스팅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위치 등록 메시지를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위치 정보를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

스템이 수신된 정보에 따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이동 단말을 페이징하도록 요청하는 과정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이동 단

말을 페이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이동 단말로의 크로스 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이동 통신 시스템에 등

록되어 있는지 또는 이동 단말이 이동 단말의 페이징 요구가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할 때 미리 등록된 이동 단

말의 위치 정보를 참조로 하여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이

동 통신 시스템상에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크로스 페이징 메시지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이동 통

신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상에서 상기 크로스 페이징 메시지에 응답하여 페이징 메시지를 이

동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크로스 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위치 등록 메시지를 생

성하고,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를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수신된 정보에 따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이

동 단말을 페이징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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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

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

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CDMA2000 1x 시스템과 1xEV-DO 시스템을 모두 지원하는 복합 액세스 단말에서 CDMA2000 1x 시스템만

을 모니터링하면서 1xEV-DO 시스템으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CDMA2000 1x 시스템과 1x EV-DO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종의 시스템들

로 구성된 다른 형태의 시스템 상에서도 적용됨을 밝혀둔다. 에를 들어, 하나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CDMA2000 1x 시스

템일 경우, 이종의 시스템은 1x EV-DO 시스템 뿐만 아니라, 1x EV-DV시스템일 수도 있다.

도 1은 제3세대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복합 액세스 단말의 동작모드들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IS-2000은 CDMA 2000

1x 시스템을 의미하고, IS-856은 1xEV-DO 시스템을 의미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복합 액세스 단말은 CDMA 2000 1x 시스템의 제어채널인 호출 채널(Paging Channel)에서 오버헤

드 메시지를 수신하여 초기화 획득(Initial Acquisition)을 수행한 후, IS-2000 전용 슬롯모드(IS-2000 Only Slotted

Operation Mode)(10)로 진입하여 호출 채널의 할당된 슬롯을 모니터링하는 슬롯 동작을 수행한다. 이후 1xEV-DO 시스

템이 감지되면 복합 액세스 단말은 CDMA 2000 1x 시스템과 CDMA 2000 1xEV-DO 시스템 모두에 대해 슬롯 동작을 수

행하게 되며 이때 복합 액세스 단말은 복합 슬롯모드(Hybrid Slotted Operation Mode)(16)에 있다고 칭한다. 즉 복합 슬

롯 모드(16)는 IS-856 및 IS-2000 슬롯을 모두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동작모드를 나타낸다.

복합 슬롯 모드(16)에서 음성 호를 착신 또는 발신해야 하는 경우 복합 액세스 단말은 IS-2000 1x 호를 설정하고 IS-

2000 접속 모드(12)로 천이하게 되며(c), 만약 패킷 호를 착신 또는 발신해야 하는 경우 IS-856 패킷 호를 설정하고 IS-

856 접속 모드(14)로 천이하게 된다(e). IS-856 패킷 호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복합 액세스 단말은 CDMA 2000 1x 시스

템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다.

만약 복합 액세스 단말이 IS-2000 전용 슬롯모드에서 1xEV-DO 시스템의 획득에 실패한 경우, 복합 액세스 단말은 IS-

2000 전용 슬롯모드(10)에 머무르면서 주기적으로 IS-856 시스템의 획득을 시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 호를 착신

또는 발신해야 하는 경우 복합 액세스 단말은 IS-2000 호를 설정하고 IS-2000 접속 모드(12)로 천이한다(a). 만약 패킷

호를 착신 또는 발신해야 하는 경우라면 복합 액세스 단말은 IS-2000 패킷 호 또는 IS-856 패킷 호를 설정하고 IS-2000

접속 모드(12) 또는 IS-856 접속 모드(14)로 천이한다(a,d). IS-2000 접속 모드(12)에서 음성 또는 패킷 호가 해제되면

복합 액세스 단말은 IS-2000 전용 슬롯모드(10)로 천이하며(b), IS-856 접속 모드(14)에서 패킷 호가 해제되면 복합 슬롯

모드(16)로 천이한다(f).

이와 같이 IS-2000 전용 슬롯모드(10)에서 복합 액세스 단말은 CDMA2000 1x 시스템의 호출 채널만을 모니터링하며

1xEV-DO 시스템의 제어 채널은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복합 액세스 단말의 모드별 동작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S-2000 전용 슬롯모드(10)

- 음성 호의 착/발신 요청이 발생한 경우, CDMA 2000 1X 호를 설정하고 IS-2000 접속모드(12)로 천이하여 음성 서비스

가 이루어진다. (a)

- 패킷 호의 발신 요청이 발생했을 때 1xEV-DO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CDMA 2000 1x 호를 설정하고 IS-

2000 접속모드(12)로 천이하여 패킷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a)

- 패킷 호의 발신 요청이 발생했을 때 1xEV-DO 시스템이 사용 가능할 경우 1xEV-DO 호를 설정하고 IS-856 접속모드

(14)로 천이하여 패킷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d)

- 패킷 착신 요청이 발생한 경우, CDMA 2000 1X 호를 설정하고 IS-2000 접속모드(12)로 천이하여 패킷 서비스가 이루

어진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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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2000 전용 슬롯 모드에서 IS-856 패킷 호의 착신은 불가능하다.

- CDMA 2000 1X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복합 슬롯모드(16)로 천이한다. (g)

IS-2000 접속모드(12)

- CDMA 2000 1x 호를 통한 음성 또는 패킷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 호가 해제되면, IS-2000 전용 슬롯모드(10)로 천이한다.(b)

- 패킷 서비스 중 CDMA 2000 1x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1xEV-DO 호를 설정하고 IS-856 접속모드(14)로 천이하여 패

킷 서비스가 지속된다.(i)

IS-856 접속모드(14)

- 1xEV-DO 호를 통한 패킷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 호가 해제되면, 복합 슬롯모드(16)로 천이한다.(f)

- 음성 호의 착/발신 요청이 발생한 경우, CDMA 2000 1X 호를 설정하고 IS-2000 접속모드(12)로 천이하여 음성 및 패

킷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j)

- 1xEV-DO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CDMA 2000 1X 호를 설정하고 IS-2000 접속모드(12)로 천이하여 패킷 서비스가 지

속된다. (j)

복합 슬롯모드(16)

- 1xEV-DO 영역의 경우 1xEV-DO 시스템만을 모니터링한다.

- 음성 호의 착/발신 요청이 발생한 경우, CDMA 2000 1X 호를 설정하고 IS-2000 접속모드(12)로 천이하여 음성 서비스

가 이루어진다. (c)

- 패킷 호의 착/발신 요청이 발생한 경우, 1xEV-DO 호를 설정하고 IS-856 접속모드(14)로 천이하여 패킷 서비스가 이루

어진다. (e)

- 미리 설정된 타이머가 만기되면 IS-2000 전용 슬롯모드(10)로 천이한다. (h)

- 1xEV-DO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IS-2000 전용 슬롯모드(10)로 천이한다. (h)

도 2는 상술한 바와 같은 동작을 취하고, 본 발명의 크로스 페이징 방법이 수행되는 CDMA 2000 1X 시스템과 1xEV-DO

시스템의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복합 액세스 단말들(20,21)은 CDMA2000 1x 시스

템(24)의 CDMA 2000 1x 기지국(Radio Access Network: RAN)(22) 및 1xEV-DO 시스템(28)의 1xEV-DO 기지국

(Access Network: AN)(26)과 통신이 가능하다.

CDMA2000 1x 시스템(24)의 1x 기지국(22)은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23) 및 패킷 제어부

(Packet Control Function : PCF)(29)와 연결되어,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단말들에게 제공한다. 즉, 이동 교환국

(Mobile Switching Center : MSC)(23)은 홈 위치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HLR)/인증센터(Authorization

Center: AC)(25)로부터 얻은 가입자 정보를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인 방문자 위치등록기(Visitor Location Register:

VLR)에 저장하고, 상기 1x 기지국(22)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들에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

는 데이터 베이스인 VLR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 교환국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별도의 장치로 상기 이동 교환국과 연

결되는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1x 기지국(22)은 패킷 제어부(Packet Control Function: PCF)(29)와 연결되

어 상기 이동 단말들(20, 21)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1xEV-DO 시스템(28)의 1xEV-DO 기지국(26)은 패킷

제어부(29)와 연결되어 상기 1xEV-DO 기지국(26)에 접속한 단말들에 패킷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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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 제어부(29)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PDSN)(30)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로 접

속하며,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30)는 과금 및 인증(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서버

들(31,32)로부터 얻은 가입자 정보에 의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진행한다. 특히 상기 패킷 제어부(29)는 AN-AAA(32)로

부터 얻은 가입자 정보를 내부의 세션제어/이동성 관리(Session Control and Mobility Management: SC/MM) 기능부에

저장하여 패킷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세션제어/이동성 관리(Session Control and Mobility Management: SC/MM) 기

능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패킷 제어부에 내장된 형태일 수도 있으나, 별도의 연결 수단을 통해 외부에 설치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상기 1x 기지국(22)과 상기 1xEV-DO 기지국(26)은 각자 자신의 서비스영역내의 이동 단말과 무선채널을 연결하고 통신

을 수행한다. 도시된 복합 액세스 단말들(20,21)은 상기 1x 기지국(22)의 서비스영역 내에 있을 때에는 상기 1x 기지국

(22)과 통신하며 상기 1xEV-DO 기지국(26)의 서비스영역 내에 있을 때에는 상기 1xEV-DO 기지국(26)과 통신한다. 상

기 1x 기지국(22) 및 상기 1xEV-DO 기지국들(26)이 동일 장소에 함께 배치된(collocated) 경우 복합 액세스 단말들

(20,21)은 두 기지국들 모두와 통신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CDMA 2000 1X 시스템(24)에서는 IS-2000 규격의 무선(Air)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음성 서비

스뿐만 아니라 최고 144Kbps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한다. CDMA 2000 1X 시스템(24)에서 음성 호인 경우 기지국

(22)은 이동 교환국(23)과 연동되며, 패킷 데이터 호인 경우에는 기지국(22)은 패킷 제어부(29)를 통해 패킷 데이터 서비

스 노드(30)에 연동된다. 패킷 데이터 호 설정시, 기지국(22)은 자신을 액세스하는 단말(20)과 무선 세션 협상(radio

session negotiation)을 수행하며, 상기 단말(20)의 위치 정보는 이동 교환국(23) 내 방문자 위치등록기에 저장된다.

1xEV-DO 시스템(28)은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만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IS-856 규격을 무선(Air) 인터페이

스로 사용하여 최대 2Mbps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지국(26)은 패킷 제어부(29)를 통해 패킷 데이터 서비

스 노드(30)에 연동한다. 이때, 이동 교환국(23)은 필요치 않으며, 1xEV-DO 기지국(26)을 액세스하는 단말(21)의 위치

정보는 SC/MM 기능부에 저장된다. SC/MM 기능부는 논리적으로 패킷 제어부(29) 내부에 위치하며, 1xEV-DO 시스템에

접속하는 도먼트 상태인 단말의 세션 정보(즉, 킵 얼라이브(Keep Alive) 타이머, 단말 식별자(MNID), 단말 식별자와

UATI(Unicast Access Terminal Identifier) 사이의 매핑정보 등)를 저장하고, UATI의 할당, 단말 인증, 이동성 관리의

기능을 담당한다.

상기 도 2에 나타낸 A 인터페이스들의 기능은 하기와 같다.

A1 인터페이스는 이동 교환국(MSC)과 기지국의 호 제어 요소인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의 호 제

어(Call Control: CC)와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MM) 기능 사이에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한다.

A2 인터페이스는 이동 교환국의 스위치 소자와 기지국의 선택/분배 장치(Selection/Distribution Unit: SDU) 사이에

PCM(Pulse Code Modulation) 정보를 전달한다.

A5 인터페이스는 이동 교환국과 선택/분배 장치 사이에 양방향 스트림(full duplex stream)을 전달한다.

A7 인터페이스는 근원지 기지국과 목적지 기지국 사이에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한다.

A8 인터페이스는 기지국과 패킷 제어부 사이에 사용자 트래픽을 전달한다.

A9 인터페이스는 기지국과 패킷 제어부 사이에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한다.

A10 인터페이스는 패킷 제어부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사이에 사용자 트래픽을 전달한다.

A11 인터페이스는 패킷 제어부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사이에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한다.

A13 인터페이스는 근원지 패킷 제어부와 목적지 패킷 제어부내의 SC/MM 기능부들 사이에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한다.

A14 인터페이스는 패킷 제어부내의 SC/MM 기능부와 1xEV-DO 기지국 사이에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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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인터페이스는 1xEV-DO 기지국들내 호출(inter-AN paging)이 사용될 때 1xEV-DO 기지국들간 시그널링 정보를

전달한다.

Ax 인터페이스는 패킷 제어부내의 SC/MM 기능부와 1xEV-DO 기지국 사이에 사용자 트래픽을 전달한다.

여기에서는 단일 모드 이동 단말이 아닌 복합 액세스 단말을 이용해서 CDMA 2000 1X 시스템 및 1xEV-DO 시스템에 접

속하는 경우만 고려하면, 복합 액세스 단말은 복합 슬롯모드(16)에서 다른 제어가 없는 한 CDMA 2000 1x 시스템과

1xEV-DO 시스템을 모두 모니터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 슬롯모드(16)의 복합 액세스 단말은 소정 시간이 경

과하면 자동으로 IS-2000 전용 슬롯모드(10)로 천이하게 되며, IS-2000 전용 슬롯모드(10)에서는 1xEV-DO 시스템의

제어 채널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복합 액세스 단말이 복합 슬롯모드(16) 또는 IS-2000 전용 슬롯모드(10)에서 CDMA 2000 1x 시스

템으로 자신의 위치를 등록할 때 CDMA 2000 1x 시스템은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 정보를 1xEV-DO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1xEV-DO 시스템에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로 호출 요구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호출 요구라 함은

1xEV-DO 시스템에 의한 패킷 데이터 호의 착신을 알리는 호출 요구 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수신을 위한 데이터

버스트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치갱신과 크로스 호출(cross-paging)이다. 여기서 크로스 호출이란,

CDMA 2000 1x 시스템의 유휴 상태인 복합 액세스 단말이 1xEV-DO 시스템의 호출 정보를 획득하거나, 1xEV-DO 시스

템의 활성 상태(Active state)인 복합 액세스 단말이 CDMA 2000 1x 시스템의 음성 호 호출 정보를 획득하거나, CDMA

2000 1x 시스템의 활성 상태인 복합 액세스 단말이 1xEV-DO 시스템의 호출 정보를 획득하여 SVD(Simultaneous

Voice and Data)가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크로스 호출이란 CDMA 2000 1x 시스템의 유

휴 상태인 복합 액세스 단말이 1xEV-DO 시스템의 호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 갱신과 크로스 호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동작들은 하기와 같다.

즉 위치 등록을 위해서, CDMA 2000 1x 기지국은 복합 액세스 단말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를 1xEV-DO 기지국으로 제공

한다. 패킷 데이터 제어부(26)내의 SC/MM 기능부는 CDMA 2000 1x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IMS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fier)와 1xEV-DO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UATI에 따른 위치 정

보를 모두 처리한다.

또한 크로스 호출을 위해서, CDMA 2000 1x 기지국(22)과 1xEV-DO 기지국(26)은 크로스 호출 메시지를 서로간에 중계

(relay)하며, CDMA 2000 1x 시스템의 유휴 상태인 복합 액세스 단말이 크로스 호출을 통해 1xEV-DO 시스템의 호출 정

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의된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 SO) 59를 사용한다. 1xEV-DO 시스템에서 호출

발생시, 패킷 제어부(29)내의 SC/MM 기능부는 A14 인터페이스를 통해 CDMA 2000 1x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위치 정

보를 바탕으로 1xEV-DO 기지국에게 호출 메시지를 전송한다.

복합 액세스 단말은 음성 호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1xEV-DO 시스템의 호출 요구를 수신하면 SVD가 가능하도록 전환하

며, CDMA 2000 1x 유휴 상태에서 1xEV-DO 기지국의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하였을 때 1xEV-DO 기지국과 설정한 PPP

세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1xEV-DO 절차에 따른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CDMA 2000 1x 절차에

따른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체적으로 크로스 페이징을 위한 복합 이동 단말의 위치를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갱신된 위

치를 이용하여 크로스 페이징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선 크로스 페이징을 위한 복합 이동 단말의 위치를 갱신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갱신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여기서 복합 액세스

단말은 IS-2000 전용 슬롯모드에서 CDMA 2000 1x 기지국(1x 기지국이라 표기함)의 호출 채널만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과정(100)에서 복합 액세스 단말(HAT)은 단말 유형 지시자(Terminal-Type Indicator: TTI) 값을

포함하는 위치등록 메시지(Registration Message)를 1x 기지국(RAN)으로 전송한다.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의 포맷은 도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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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4를 참조하여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의 주된 필드들을 살펴보면, 위치등록의 유형을 나타내는 REG_TYPE

(Registration Type) 필드와, 호출 채널을 모니터링하는 주기를 나타내는 SLOT_CYCLE_INDEX 필드와, 상기 TTI 값을

설정하기 위한 SCM(Station Class Mark) 필드를 포함한다. 상기 SCM 필드는 도 5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여

상기 SCM 필드를 살펴보면,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TTI 값은 상기 SCM 필드 내의 이중모드(Dual Mode) 비트에 설정된

다. 예를 들어, 이중 모드 비트가 '0'이면 TTI 값은 '0'이며 이는 위치등록을 요구하는 단말이 CDMA 전용 단말임을 의미한

다. 또한 이중모드 비트가 '1'이면 TTI 값은 '1'이며, 이는 위치등록을 요구하는 단말이 복합 액세스 단말임을 의미한다.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1x 기지국은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TTI 값을 확인한다. 상기 TTI 값이 '0'

이면 이는 CDMA 전용 단말임을 의미하므로,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에 따른 위치 정보는 이동 교환국(MSC)의 방문자 위치

등록기(VLR)에만 등록된다. 반면 상기 TTI 값이 '1'이면 이는 위치 등록을 요구하는 단말이 복합 액세스 단말임을 의미하

므로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에 따른 위치등록 정보는 상기 이동 교환국(MSC/VLR)과 1xEV-DO 시스템의 패킷 제어부

(PCF/SC/MM)에 동시에 갱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정(11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먼저 상기 이동 교환국으로 위치갱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위치갱신 메시지의 포맷은 도 6에 나타내었다. 도 6의 메시지 포맷에서 필드타입 M은 필수

(Mandatory)를 의미하고, R은 요구시(Required)를 의미하고, O는 선택적(Optional)을 의미하고, C는 조건부 요구시

(Conditionally required)를 의미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여 상기 위치갱신 메시지의 주요 필드들을 살펴보면, 위치갱신 메시지를 전송하는 1x 기지국을 식별하

는 셀 식별자(Cell Identifier) 필드와 위치등록을 요구하는 단말을 식별하는 단말 식별자(Mobile Identity) 필드를 포함한

다. CDMA 2000 1x 시스템에서 상기 단말 식별자 필드는 IMSI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과정(120)에서 상기 이동 교환국은 상기 위치갱신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1x 기지국으로 위치갱신 수락 메시지

(Location Update Accept Message)를 전송하고, 내부의 방문자 위치등록기에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정보로서 셀

식별자와 단말 식별자를 저장한다.

상기 이동 교환국에 의해 위치갱신이 수락되면, 과정(13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1xEV-DO 시스템에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를 등록하기 위하여, 1xEV-DO 기지국(EV-DO AN이라 도시함)으로 1xEV-DO 갱신요구 메시지(1xEV-DO

Updat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1xEV-DO 갱신요구 메시지는 CDMA 2000 1x 시스템에서 단말을 식별하기

위한 IMSI와, 위치등록 메시지를 통해 복합 액세스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CDMA 2000 1x 시스템의 위치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면 과정(14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A14 인터페이스에 따른 A14 갱신 메시지(A14-General Update

Message)를 1xEV-DO 시스템의 패킷 제어부에게 전송한다. 상기 A14 갱신 메시지의 포맷을 도 7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7을 참조하여 상기 A14 갱신 메시지의 주요 필드들을 살펴보면, 단말의 식별을 위한 ATI(Access Terminal Indicator) 필

드와 1xEV-DO 기지국을 식별하는 섹터 식별자(Sector ID) 필드를 포함한다.

1xEV-DO 시스템에서 상기 ATI 필드는 위치등록하고자 하는 단말의 UATI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CDMA

2000 1x 시스템에서는 UATI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1xEV-DO 기지국은 상기 1x 기지국으로부터 단말의 UATI

를 제공받지 못한다. 따라서 CDMA 2000 1x에 따라 위치정보를 갱신하는 경우, 상기 ATI 필드는 임의로 생성된 RATI

(Random Access Terminal Identifier)로 설정된다. 상기 RATI는 추후에 1xEV-DO 시스템이 크로스 페이징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정보로 사용된다. 즉, 상기 복합 이동 단말로의 페이징 요청에 따라, 1xEV-DO 시스템은 위치 정보

의 ATI 필드가 UATI로 설정되어 있는지, RATI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결과, ATI 필드가 UATI로 설정

되어 있을 경우, 상기 복합 이동 단말이 1xEV-DO 시스템을 통해 위치 등록을 한 것이므로, 해당 이동 단말로 직접 위치

등록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ATI 필드가 RATI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상기 복합 이동 단말이 CDMA 2000 1x를 통해

위치 갱신을 한 것이므로, 해당 이동 단말로 크로스 페이징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A14 갱신 메시지는 단말 식별을 위해 상

기 1x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셀 식별자(Cell Identifier)와 단말 식별자로서의 IMSI를 더 포함한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상기 A14 갱신 메시지가 1xEV-DO에 따른 위치정보의 갱신

을 위해 사용된다면, 상기 ATI 필드는 위치등록을 요구한 단말의 UATI로 설정되며 상기 셀 식별자 필드와 상기 단말 식별

자 필드는 필요치 않다.

과정(150)에서 상기 패킷 제어부는 상기 A14 갱신 메시지에 응답하여 A14 갱신완료 메시지를 상기 1xEV-DO 기지국으

로 전송하고,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정보를 SC/MM 기능부에 등록한다. 과정(16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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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EV-DO 갱신요구 수락 메시지(1xEV-DO Update Request Accept 메시지)를 상기 1x 기지국으로 전송하며, 과정

(17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위치등록 수락 메시지(Registration Accepted Order Message)를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에

게 전송하여 위치등록 절차를 완료한다.

여기서 상기 SC/MM 기능부는 단말의 위치 정보와 함께, 1xEV-DO 시스템에서의 단말 식별을 위한 UATI와 CDMA

2000 1x 시스템에서의 단말 식별을 위한 IMSI의 매핑 정보를 저장한다. 따라서 패킷 제어부는 상기 A14 갱신 메시지 내

에 IMSI 값이 존재하면 위치등록을 요구하는 단말이 복합 액세스 단말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1xEV-DO 전용

단말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EV-DD 기지국으로부터 IMSI 값을 포함하는 A14 갱신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시, SC/MM 기능부는 데이터베이스

를 검색하여 상기 IMSI 값에 해당되는 위치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존재하면 CDMA 2000 1x에 따른 위치정

보인지 또는 1xEV-DO에 따른 위치정보인지에 관계없이 새로운 위치정보로 덮어씌운다.

도 8은 상기 도 3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갱신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과정(200)에서 복합 액세스 단말(HAT)로부터 1x 기지국(1x BS)으로 위치등록 메시지가 수신되

면, 과정(21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이동 교환국으로 위치갱신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이동 교환국은 방문자 위치

등록기에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정보를 저장한다.

한편, 과정(22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내에 포함된 SCM 필드의 이중모드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

으면, 과정(23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정보가 1xEV-DO 시스템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1xEV-DO 시스템의 기지국(AN)으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식별자인 IMSI와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갱신요

구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24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1xEV-DO 시스템의 패킷 제어부로 상기 복합 액

세스 단말의 위치갱신을 요구하며, 상기 패킷 제어부는 SC/MM 기능부에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UATI와 IMSI를 매핑

시켜 대응하는 위치정보를 저장한다.

한편, 과정(22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상기 위치등록 메시지내에 포함된 SCM 필드의 이중모드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

으면, 과정(23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정보가 1xEV-DO 시스템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1xEV-DO 시스템의 기지국(AN)으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식별자인 IMSI와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갱신요

구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24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1xEV-DO 시스템의 패킷 제어부로 위치 갱신 메

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위치 갱신을 요구하며, 상기 패킷 제어부는 SC/MM 기능부에서 상기 위치 갱신

메시지에 포함된 IMSI에 대응하는 복합 액세스 단말에 대응하는 위치 정보를 갱신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크로스 호출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서 복합 액세스 단말은 IS-2000 전용 슬롯모드에서 CDMA 2000 1x 기지국(1x 기지국이라 표기함)의 호출 채널만을 모

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1xEV-DO 시스템의 호출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과정들이 수행된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과정(300)에서 복합 액세스 단말은 1x EV-DO 기지국과 활성 상태에서 패킷 데이터를 교환하는 도

중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소정 시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먼트 상태(Dormant State)로 진입한다. 도먼트 상태에서는

1x EV-DO 기지국과의 어떠한 연결도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데이터 전송상태, 제어 유지 상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 위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발생하면, 과정(31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는 상기 데이터

패킷을 1xEV-DO 시스템의 패킷 제어부(PCF)로 전송한다. 과정(320)에서 상기 패킷 제어부는 1xEV-DO 시스템의 기지

국(AN)에게 패킷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하여 A14 호출 요구 메시지(A14-Paging Request)를 전송한다. 상기 A14 호출

요구 메시지의 포맷을 도 10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여 상기 A14 호출 요구 메시지의 주요 필드들을 살펴보면,

단말의 식별을 위한 ATI 필드와 1xEV-DO 기지국을 식별하는 섹터 식별자(Sector ID) 필드를 포함한다.

1xEV-DO 시스템에서 상기 ATI 필드는 호출하고자 하는 단말의 UATI를 포함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단말이

1xEV-DO 시스템의 위치등록을 수행하지 않고 CDMA 2000 1x 시스템을 통해 위치등록을 수행한 경우, 상기 ATI 필드

는 임의의 RATI로 설정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1xEV-DO 기지국은 상기 ATI 필드가 RATI로 설정되어 있는지의 따라 크

로스 호출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호출하고자 하는 단말이 CDMA 2000 1x 시스템을 통해 위치등록을

수행한 경우, 상기 A14 갱신 메시지는 단말 식별을 위해 CDMA 2000 1x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1x 기지국의 셀 식별

자(Cell Identifier)와 단말 식별자로서의 IMSI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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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상기 A14 호출 요구 메시지가 1xEV-DO을 통해 위치등록된 단말의

호출을 위해 사용된다면, 상기 ATI 필드는 호출하고자 하는 단말의 UATI로 설정되며 상기 셀 식별자 필드와 상기 단말 식

별자 필드는 필요치 않다.

과정(33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상기 A14 호출 요구 메시지의 ATI 필드가 RATI로 설정되어 있으면 크로스 호출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기 A14 호출 요구 메시지에서 셀 식별자와 IMSI를 검출하며, 상기 셀 식별자에 대응하는 1x 기

지국으로 상기 IMSI에 대응하는 복합 액세스 단말의 호출을 요구하기 위한 크로스 호출 요구 메시지(Cross Page

Request)를 전송한다. 상기 크로스 호출 요구 메시지의 포맷을 도 11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여 상기 크로스

호출 요구 메시지의 주요 필드들을 살펴보면, 단말의 식별을 위해 IMSI/ESN(Electronic Serial Number)를 포함하는 단말

식별자 필드를 포함한다.

과정(34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호출 채널을 통해 상기 A14 호출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IMSI에 대응하는 복합 액세스 단

말에게 호출 메시지(Page Message)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크로스 호출을 위해 정의된 서비스 옵션을

포함한다. 과정(350)에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으로부터 호출 응답 메시지(Page Response Message)가 수신되면, 과정

(36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상기 1xEV-DO 기지국으로 크로스 호출 응답 메시지(Cross Page Response Message)를

전송하며, 과정(37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A14 호출 요구 응답 메시지(A14-Page Request Ack Message)를 상

기 패킷 제어부로 전송한다.

그러면 과정(380)에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과 상기 패킷 제어부 사이에 패킷 데이터 세션이 재활성화 절차(Reactivation

Procedure)가 수행된다. 구체적으로 상기 재활성화 절차에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은 트래픽 채널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

요구 메시지(Connection Request Message)를 상기 1xEV-DO 기지국으로 전송하며, 상기 1xEV-DO 기지국은 상기 패

킷 제어부로 설정 메시지(A9-Setup-A8 Message)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패킷 제어부로부터 접속 메시지(A9-

Connect-A8 Message)가 수신되면, 상기 1xEV-DO 기지국은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에게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

(Traffic Channel Assignment Message)를 보내어 트래픽 채널이 할당되었음을 알린다. 이와 같이 트래픽 채널이 할당되

면, 과정(390)에서는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이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활성화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통해 패킷 데

이터를 송수신한다.

도 12는 상기 도 9에 따른 복합 액세스 단말의 크로스 호출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과정(40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로부터 패킷 제어부(PCF)로 복합 액세스 단말

(HAT)로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가 수신되면, 과정(410)에서 상기 패킷 제어부는 1xEV-DO 기지국(AN)으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을 호출하기 위한 호출 요구 메시지를 전송한다. 과정(42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상기 호출 요

구 메시지의 ATI 필드가 소정 UATI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의 ATI(RATI)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고, 만일 RATI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정(460)으로 진행하여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을 직접 호출한다. 반면

RATI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과정(430)으로 진행한다.

상기 과정(430)에서 상기 1xEV-DO 기지국은 상기 호출 요구 메시지에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에 대해 위치 등록된 1x

기지국(RAN)의 셀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1x 기지국으로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의 호출을 요구하기 위한 교차 호출 요

구 메시지를 전송한다. 과정(440)에서 상기 1x 기지국은 상기 교차 호출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을 호출

하고 그 응답을 상기 1xEV-DO 기지국으로 전달한다.

상기 과정(460)에 의한 직접 호출 또는 상기 과정(440)에 의한 크로스 호출에 성공하면 과정(450)에서 상기 1xEV-DO 기

지국은 상기 복합 액세스 단말과 데이터 호를 설정하고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CDMA 2000 1x 시스템은 복합 액세스 단말로부터 제공된 위치등록 메시

지의 'Dual Mode' 필드 값을 확인하지 않고도, 위치등록을 요구하는 단말이 복합 액세스 단말임을 확인하면 상기 복합 액

세스 단말의 위치정보를 1xEV-DO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

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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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복합 액세스 단말이 IS-2000 전용 슬롯모드에 있더라도 크로스 페이징에 의해 1xEV-DO 호의 착신이 가능하

며, 복합 액세스 단말이 CDMA 2000 1x 시스템의 유휴 상태에 있더라도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1xEV-DO 시

스템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MMS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위치 등록 메시지를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이 위치 정보를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과 다른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위치 정보에 따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이동 단말

을 페이징하도록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이 이동 단말을 페이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 단말과 패킷 데이터 호를 설정하고 상기 이동 단말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패킷 데이터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을 식별하는 제 1 식별자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상기 제 1 식별자 정보 및 위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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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상기 위치 정보 등록시, 상기 제1 식별자 정보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을 식별하는 임의로 생성된

제 2 식별자 정보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를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이동 단말로의 크로스 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이동 통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이동 단말이 이동 단말의 페이징 요구가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할

때 미리 등록된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를 참조로 하여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상에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크로스 페이징 메시지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

템으로부터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상에서 상기 크로스 페이징 메시지에 응답하여 페이징 메시지를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기등록된 식별자가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식별을 위한 제 1 식별자라면 이동 단말이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위치

등록되었다고 판단하고, 기등록된 식별자가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식별을 위한 제 2 식별자라면 이동 단말이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상에 등록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페이징 메시지는

데이터 호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과 설정되도록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패킷 데이터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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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크로스 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이 위치 등록 메시지를 셍성하고,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를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를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위치 정보에 따라 이동 통신 시스템이 이동 단말

을 페이징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을 식별하는 제 1 식별자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패킷 데이터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등록 메시지는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이 상기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를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이동 단말로 페이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 13항에 있어서,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상기 이동 단말과 패킷 데이터 호를 설정하고, 이동 단말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

기 제 1 식별자 정보 및 위치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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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상기 위치 정보 등록시, 상기 제1 식별자 정보를 상기 이종의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을 식별하는 임의로 생성된

제 2 식별자 정보로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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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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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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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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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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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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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640332

- 2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10
청구의 범위 11
도면 14
 도면1 14
 도면2 15
 도면3 16
 도면4 16
 도면5 17
 도면6 17
 도면7 18
 도면8 18
 도면9 19
 도면10 19
 도면11 20
 도면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