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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 셀룰라폰에서의 피엘엠엔(PLMN) 자동검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 자동모드에서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PLMN에 대해서 등록이 시도되지 않아 한번 금지된 PLMN 리스트에 등록되면 지울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모드에서 이동국을 온 시킨 후 금지된 PLMN들에 대해 등록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등록여부판단과정
과, 등록여부판단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할 경우 사용 가능한 PLMN 리스트에서 최상의 PLMN의 등록성공여부를 소정 
횟수 반복 판단하여 등록하는 등록성공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가 굳이 수동모드로 가지 않더라도 항상 최상의 사
용가능한 PLMN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가장 적합한 PLMN에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의 이동국에서 피엘엠엔에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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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는 본 발명 디지탈 셀룰라폰에서의 금지된 피엘엠엔 자동검사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셀룰라폰에서의 이동전화망(Public Land Mobile Network: 이하, 'PLMN'이라 칭함) 자동검사방법
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금지된 PLMN의 사용가능한 PLMN을 자동으로 찾기 위한 것이다.

종래 기술에서는 이동국(Mobile station)이 PLMN에 등록을 시도할 때, PLMN으로부터 등록을 거절당하면 그 PLM
N을 금지된 PLMN 리스트에 등록한다.

이후, 이동국이 자동 PLMN을 선택할 때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PLMN중에서 등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른 종래의 이동국에서 PLMN에 등록하는 흐름을 제 1 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모드인 경우에 이동국 스위치를 온(ON) 후 이동국은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PLMN에 등록을 시도하고, 만약 PLM
N이 등록을 거절하면 이동국은 그 PLMN을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추가시킨다.

그리고 이동국은 사용가능한 PLMN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을 시도하고 등록이 성공할 때까지 3회 - 5회까지 반복하
여 등록을 완료한다.

상기에서 이동국이 PLMN에 등록하는 모드는 수동모드와 자동모드가 있는데, 먼저 수동모드에서는 이전 금지된 PLM
N에도 등록을 시도하여 만약 성공적으로 등록을 수행하게 되면, 금지된 PLMN 리스트에서 그 PLMN을 삭제한다.

그러나 자동모드에서는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PLMN으로 등록을 시도하지 않으므로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PLMN중 현재 등록 가능한 PLMN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국은 등록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PLMN 리스트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사용자가 금지된 P
LMN 리스트를 리프레쉬(Refresh) 하고자 할 경우에 수동모드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즉, 자동모드에서는 한번 금지된 PLMN 리스트에 등록되면 그것을 지우는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모드에서의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PLMN에 대해 등록가능성을 판
별하기 위한 디지탈 셀룰라폰에서의 금지된 PLMN 자동검사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자동모드에서 이동국을 온 시킨 후 금지된 PLMN들에 대해 등록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등록여부판단과정과, 상기 등록여부판단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할 경우 사용가능한 PLMN 리스트에서 최
상의 PLMN의 등록성공여부를 소정 횟수 반복 판단하여 등록하는 등록성공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과정에 의한 본 발명은 금지된 PLMN 리스트의 자동 리프레쉬 기능으로써 종래의 자동모드에서 할 수 없었던 금
지된 PLMN의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굳이 수동모드로 가지 않더라도 항상 최상의 사용가능한 PLMN을 알수 있음에 따라 가장 적합한 PLMN에 등
록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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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도시안됨)은 스위칭 시스템 블럭과 기지국 시스템 블럭으로 분할된다. 기지국 시스
템 블럭은 음성 및 데이타 메시지를 GSM 지정 시그날링 및 트래픽 통신 채널을 통해 통신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이동국(Mobile Station)을 포함한다. 이동국은 이들 메시지를 송수신 기지국과 규정된 에어 인터페이스 
프로토콜(air interface protocol)에 따른 하나 이상의 무선 주파수(RF) 통신 채널을 통해 통신한다. 할당된 통신 셀
을 서비스하는 송수신 기지국은 RF 채널을 통해 통신을 제공하는 무선 송수신기 및, 이동국 간에서의 통신 메시지를 처
리하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술한 이동국에서 PLMN에 등록하는 과정을 제 2 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모드인 경우에 이동국의 스위치를 온(ON) 후,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PLMN들에 대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하여 만약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있는 PLMN중 등록할 수 있는 PLMN을 발견하면 사용가능한 PLMN 리스트
에 추가시키고서, 3-4회 반복하여 금지된 PLMN 리스트를 모두 시험해 본다.

그리고 이동국은 상기 사용가능한 PLMN중 최상의 PLMN을 선택하여 등록을 시도하여 이동국의 등록이 실패할 경우 
금지된 PLMN 리스트에 추가하고, 등록이 성공할 때 까지 6-7회 반복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은 사용자가 굳이 수동모드로 가지 않더라도 자동모드에서 금지된 PLMN 리스트를 검사함으로써 
최적의 금지된 PLMN 리스트를 유지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모드에서 이동국을 온 시킨 후 금지된 PLMN들에 대해 등록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등록여부 판단과정과,

상기 등록여부판단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할 경우 사용가능한 PLMN 리스트에서 최상의 PLMN의 등록성공여부를 소정 
횟수 반복 판단하여 등록하는 등록성공과정으로 이루어진 디지탈 셀룰라폰에서의 금지된 피엘엠엔 자동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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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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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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