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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타이틀리(tightly) 접속 방식에 기반한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 및 방법으로 심플(simple) IP 또는 모바일(mobile) IP를 사용하는 이동 단말에

대하여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핸드오프를 제공하도록 한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은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

신 시스템 및 무선랜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단말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간을 이동할 경우 연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이동통신 시스

템에 연결될 시 IP 망과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이동 단말이

억세스 포인트에 연결될 시 IP 망과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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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에 연결될 시 IP 망과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패킷 제어 기능부와,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의 억세스 포인트와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제어 기능부간 연결되며, 상기 이동 단말로 패킷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할 시 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와 억세스 포인트를 연동시켜주는 연동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연동, 무선랜, 이동통신 시스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을 나타낸 도,

도 2는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루즐리 접합 방식을 나타낸 도,

도 3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타이틀리 접합 방식을 나타낸 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방식을 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시그널링 모드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

낸 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트래픽 모드의 프로토콜 스택

을 나타낸 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CIS(CDMA Interworking server) 구조

를 나타낸 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의 구조를 나타낸 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심플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선랜에서

의 데이터 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선

랜에서의 데이터 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심플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랜으로의 핸드오프 과정을 나타낸 도,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랜으로으로의 핸드오프 과정을 나타낸 도,

도 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심플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

선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핸드오프되는 절차를 나타낸 도,

도 1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선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핸드오프 되는 절차를 나타낸 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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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셀룰러망과 무선랜간의 핸드오프를 지

원하도록 한 연동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무선통신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무선통신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무선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선 접속은 여러 개의 무선 단말 기기들이 무선 접속 노드를 통해 유

선망과 연결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HD(High Definition)급 TV를 통한 오디오/비디오 등 고음질 고화질의 멀티미디

어 데이터 서비스의 보급은 무선 통신망에서도 향후 100Mbps(mega-bits per second)급 이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

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고속 데이터 전송이 원활하도록 대역폭 사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무선 접속 노드와 이동통신 시스템과의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표준화 단체인 3GPP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이하, '무선랜'이라 칭함간의 연동 접

합점(coupling point)에 따라서 연동 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상기 두 가지 연동 방식은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

한다.

첫째로, 패킷 관문 지원 노드(Gateway GPRS Support Node : GGSN, 3GPP2에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220)와 동

일함.)와 외부 IP 망과의 인터페이스 사이에 무선랜을 접합시키는 루즐리 접합(Loosely coupled) 방식은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선랜 트래픽이 셀룰러망의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 또는 기지국/패킷 제어 기능부를 경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루즐리 접합 방식은 억세스 네트워크 기술과 무관하게 이동통신 시스템 또는 이동 단말(200)과 무선랜간의

연동이 가능하고,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240)와의 연동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하

다. 또한, 상기 루즐리 접합 방식은 무선랜 트래픽이 셀룰러망의 코어 네트워크를 경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루즐리

접합 방식은 핸드오프 지연과 패킷 손실이 크고, 심플(simple) IP에 의한 셀룰러망과 무선랜간의 핸드오프를 지원하지 않

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셀룰러망의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패킷 교환 지원 노드(Serving GPRS Support Node : SGSN), 3GPP2에서

의 패킷 제어 기능부(Packet Control Function : PCF)와 동일함)에 무선랜을 접합시키는 타이틀리(Tightly coupled) 접

합 방식은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선랜 트래픽이 셀룰러망의 코어 네트워크를 경유한다. 즉, 이동 단말(300)이 셀룰러

망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 상기 이동 단말(300)은 무선 접속 규격을 처리하는 기지국(310)을 통해 패킷 제어 기능부(320),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330)와 연결된다. 그러나, 상기 이동 단말(300)이 무선랜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 상기 이동 단말

(300)은 억세스 포인트(340)를 통해 패킷 제어 기능부(320),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330)와 연결되어 IP 네트워크를 통

해서 상대방 노드(Corresponding Node)와 통신을 수행한다.

따라서, 타이틀리 접합 방식은 핸드오프 지연 및 패킷 손실이 작고, 심플 IP에 의한 셀룰러망과 무선랜간의 핸드오프 지원

이 가능하다. 그러나, 억세스 네트워크 기술에 따른 연동 게이트웨이 기능의 구현이 필요하고, 이동 단말과 셀룰러망에 변

경이 필요하다. 또한, 타이틀리 접합 방식은 무선랜 트래픽에 의한 셀룰러 망의 코어 네트워크로의 영향이 있다.

최근 셀룰러망과 무선랜 연동을 위한 기술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상기 루즐리 접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루즐리 접합 방식은 심플 IP를 기반으로 하여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핸드오프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

플 IP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핸드오프를 지원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또한, 모바일 IP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핸드오프를 지원하는 기능도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타이틀리 접합 방식

에 기반한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과의 연동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심플 IP 또는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이동 단말에 대해서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

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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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은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

신 시스템 및 무선랜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단말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간을 이동할 경우 연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이동통신 시스

템에 연결될 시 IP 망과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이동 단말이

억세스 포인트에 연결될 시 IP 망과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기

지국에 연결될 시 IP 망과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패킷 제어 기능부와, 상기 무선

랜 시스템의 억세스 포인트와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제어 기능부간 연결되며, 상기 이동 단말로 패킷 데이터 서비

스를 제공할 시 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와 억세스 포인트를 연동시켜주는 연동 서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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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

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그리고 후술되

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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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은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타이틀리 접합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을 위하여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요소

(Network Element)를 도입한다. 상기 새로운 네트워크 요소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

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은 셀룰러망과 무선랜에 모두 접속할 수 있는 이동 단말(400), 억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AP)

(230), 연동 서버(CDMA Interworking Server, CIS)(450), 패킷 제어 기능부(Packet Control Function, PCF)(420), 패

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PDSN)(430)를 포함한다. 이동 단말(400)이 셀룰러망에 접속되어 있

을 경우, 이동 단말(400)은 상기 이동 단말과 무선 접속 규격을 처리하는 기지국(410)을 통해 패킷 제어 기능부(420), 패

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와 연결된다. 그러면, 상기 이동 단말(400)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를 통해 IP 네트워

크에 연결되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상대방 노드(Corresponding Node)와 통신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이동 단말

(400)이 무선랜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 상기 이동 단말(400)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억세스 포인트(440)를 통

해 연동 서버(CDMA Inter-working Server : CIS)(450)를 찾는다. 상기 찾은 CIS(450)는 패킷 제어 기능부(420)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 연결되고, 상기 연결된 패킷 제어 기능부(420)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를 통해 IP 네

트워크에 연결되어 상대방 노드(Corresponding Node)와 상기 무선랜에 접속해 있는 이동 단말(400)이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동한다.

상기 이동 단말(400)은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중에 어느 하나의 영역으로 이동하면 해당 영역에서 패킷 데이터를 수

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선택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이동 단말(400)은 이동통신 시스템과 접

속시에는 점대점(Point to Point : PPP) 접속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이동 단말(400)은 무선랜 접속 시에는 PPP 접속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 이동 단말(400)은 셀룰러망에서 무선랜으로 접속하거나, 무선랜에서 셀룰러망으로 접속할

경우,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을 위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한 연동 서버(CDMA Inter-working Server : CIS)

(450)를 찾는(discovery) 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상기 이동 단말(400)은 자신의 이동통신 시스템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CDMA Signaling Gateway : CSG)와 무선랜의 연동 서버(450)의 CSG와 연계하여 무선랜 상에서 A9/A11 시그널링을

수행한다.

상기 억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AP)(440)는 이동 단말(400)이 무선랜에 접속하도록 상기 이동 단말(400)과의 무선랜

접속 규격을 처리하고,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에 변경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이동 단말과 억세스

포인트간의 무선랜 접속 규격은 802.11, 802.16, 802.20을 포함한다. 802.11은 무선랜(wireless LAN)을 통한 무선 접속

이고, 802.16, 802.20는 맨(Metropolitan Area Network, MAN)을 통한 무선 접속이다. 따라서, 하기에서 언급하는 무선

랜은 맨(MAN)을 포함한다.

상기 연동 서버(CDMA Inter-working Server : CIS)(450)는 상기 이동 단말(400)의 CSG와 자신의 CSG와 연계하여 무

선랜 상에서 A9/A11 시그널링을 수행한다. 또한, 무선랜 접속시에 인증을 위하여 AAA 서버(460)와의 연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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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Packet Control Function)(420)는 무선랜 접속시에는 휴지 상태(dormant state)가 없다. 또한, 상

기 패킷 제어 기능부(420)는 상기 이동 단말(400)이 접속한 망에 대한 정보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로 통보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랜에 대한 서비스 옵션(Service Option)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430)는 IP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이동 단말(400)

이 접속한 망이 이동통신 시스템인지 또는 무선랜인지에 따라서 과금 및 PPP 동작을 다르게 수행한다. 또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에 대한 AAA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모바일 IP 사용시에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에 대한 외부 에이전트(Foreign Agent : FA) 기능을 수행한

다. 여기서, 모바일 IP 서비스는 상기 홈 에이전트에 등록되어 있는 IP 주소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IP 주소를

이용하여 홈 지역에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심플 IP 사용시에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을 위한 IP 주소 할당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심플 IP 서비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 단말(400)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를 통해서 심플 IP 주소

를 할당받아 임시 IP 주소를 이용하여 인터넷 또는 사설망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심플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동 단말

(400)이 심플 IP 주소를 할당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가 서비스하는 지역을 벗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패킷 데이

터 서비스 노드에 접속해서 새로운 심플 IP 주소를 할당받아야 하므로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가 서비스 하는 지역을 패킷 존(packet zone)으로 관리

하고 이동 단말은 기지국에서 오버헤드 채널로 전송되는 패킷 존 식별자(packet zone identifier)를 이용하여 패킷 존이 바

뀌었음을 인식하고 관련된 핸드오프 동작을 개시한다.

한편,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시그널링 모드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낸 것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이동 단말(400)의 CSG(501)와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을 위해서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

는 CIS(450)에 포함되어 있는 CSG(502)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에 A9/A11 시그널링을 수행한다. 상기 CSG(501,

502)는 A9/A11 시그널링을 위해서 UDP(User Datagram Protocol) 계층 위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세스이다.

상기 이동 단말(400)은 무선랜 접속 규격을 처리하는 억세스 포인트(440)와 association을 수행한다. 그런 후, 상기 억세

스 포인트(440)는 현재 자신이 위치해 있는 핫스팟 지역을 서비스하는 CIS(450)를 찾는다. 이 때, 상기 억세스 포인트

(440)는 직접 IP를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한다. 여기서, 핫스팟이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억세스 포인트를 설치한 지역을 말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을 위한 트래픽 모드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

낸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이동 단말(400)로부터 무선랜을 통해 트래픽을 수신할 경우 CIS(450)는 패킷 제어 기능부(420)로 트래

픽을 전달한다. 이때, CIS(450)의 일반 라우팅 인캡슐레이션(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 GRE)(601)는 패킷 제어

기능부(420)의 GRE(602)와의 터널을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터널을 통해서 패킷 제어 기능부(420)로 해당 트래픽을 전달

한다. 상기 CIS(450)는 GRE(602)를 통해 터널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들을 도 5의 A9 시그널링을 통해서 미리 설정한다.

사용한다. 기 GRE를 통해 터널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는 도 5의 A9 시그널링을 통해서 미리 CIS에 설정된다.

아울러, 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420)의 GRE(603)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의 GRE(604)와 터널을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터널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로 해당 트래픽을 전달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CIS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CIS(450)는 억세스 포인트(440)와 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 통신하기 위한 물리 계층(700)과, 패킷 제어

기능부(420)와 LAN을 통해 통신하기 위한 물리 계층(710)이 존재한다.

상기 CIS(450)의 CSG(703)는 도 5에 도시한 CGS(502)와 동일하다. 상기 이동 단말(400)의 CSG(501)는 현재 접속 중인

억세스 네트워크가 무선랜인 경우에 상기 CGS(703)와 연동하여 A9/A11 시그널링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CIS(450)의 라

디우스 프록시(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s Proxy : RADIUS proxy)(701)는 무선랜에 대한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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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또한, 유저 데이터 포워딩 모듈(User Data Forwarding Module)(702)은 도 6에 도시된 GRE(601)와 동일한

GRE(704)를 사용하여 패킷 제어 기능부(420)와의 터널을 설정하면, 상기 터널을 통해 패킷 제어 기능부(420)로 트래픽을

송신한다.

MS 상태 관리부(705)는 이동 단말(400)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즉, 상기 이동 단말(400)이 이동통신 시스템에 접속되

어 있는지 또는 무선랜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관리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의 블록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도 5의 CSG(501)와 동일한 CGS(801)는 현재 접속 중인 억세스 네트워크가 무선랜인 경우에 CIS(450)

와 A9/A11 시그널링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니터 및 선택기(802)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제어기

(Network IF Selector Controller)(803)를 모니터하여 가용한 억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최적의 망을 선

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선택 기능에 의해서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사이의 스위칭이 이루어진다. PPP는 현재

접속 중인 억세스 네트워크가 이동통신 시스템인 경우에만 사용된다. 즉, 상기 이동 단말(400)이 접속 중인 억세스 네트워

크가 무선랜일 경우에는 PPP 접속이 안된다.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제어기(803)는 링크 상태 예측기(Link Stability Estimation)(804)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

(400)이 셀룰러망에 접속하다가 억세스 포인트와 연결되는 시점 또는 상기 억세스 포인트와 연결되다가 셀룰러망으로 이

동하는 시점을 판단하여 이를 선택 알고리즘(Selection Algorithm)(805)을 통해서 셀룰러망에 접속하였다가 무선랜으로

접속하거나 무선랜에 접속하였다가 셀룰러망으로 스위칭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심플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 호 처

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이동 단말(400)은 901단계에서 무선랜 영역의 억세스 포인트(440)와의 association을 수행하여 상기 억세스 포인

트(440)와 접속한다. 이후, 상기 이동 단말(400)은 902단계에서 무선랜 접속을 위한 인증을 수행한다. 그런 후, 상기 이동

단말(400)은 무선랜 서비스 지역에 있는 자신을 이동통신 시스템에 연동시켜 줄 CIS(450)를 찾는 과정(CIS Discovery

Procedures)을 수행한다. 이러한 CIS(450)를 찾는 과정은 이동 단말(400)이 무선랜을 통하여 이동통신 시스템과 연동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 이동 단말(400)과 무선랜 접속한 억세스 포인트(440)의 IP 브로드캐스트

(broadcast)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상기 903단계에서 CIS를 찾은 후에 이동 단말(400)은 904단계에서 도 5에 나타낸

CSG(501)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 요청 메시지(Registration_Request Message)를 CIS(450)에게 전송한다. 상기 CIS

(450)로 전송되는 등록 요청 메시지는 상기 CIS(450)가 패킷 제어 기능부(420)에게 전달하는 A9_Setup_A8 메시지를 생

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동 단말(400)의 국제 이동국 식별 번호(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 IMSI),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상기 CIS(450)는 이동 단말(400)로부터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A9_Setup_A8 메시지를 생성하여

패킷 제어 기능부(420)에게 전송한다. 패킷 제어 기능부(420)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의 억세스 네트워크가 무선

랜 또는 이동통신 시스템 여부에 따라서 과금과 PPP 동작을 달리 한다. 따라서 CIS(450)는 패킷 제어 기능부(420)에게

A9_Setup_A8 메시지 전송시에 무선랜에 의한 연결 요청임을 명시한다. 이를 위한 간단한 방법은 무선랜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옵션을 정의하는 것이다.

상기 이동 단말(400)은 무선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905단계에서 IP 주소가 할당된다. 상기 IP 주소 할당은 PPP의 IPCP

(Internet Protocol Control Protocol) 대신에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 규약(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

DHCP)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후,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과금을 수행하기 위해서 FAAA(Foreign AAA)

(461)에게 과금 요청(Accounting_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FAAA(461)는 Target-HAAA(Target- Home

AAA)(463)에게 과금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T-HAAA(463)는 상기 이동 단말(400)의 통화 내역을 수집

한 과금 정보를 포함하는 과금 응답(Accounting_Response) 메시지를 FAAA(461)에게 전송하면, 상기 FAAA(461)는 패

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상기 과금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상기

이동 단말(400)의 과금을 수행하게 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선

랜에서의 데이터 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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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을 참조하면, 우선 IP 주소 할당 방식만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1001단계~1004단계)이 도 9의 심플 IP의 경우와 동

일하다.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 주소(Care of Address : COA)가 할당되며 이것은 1005단계와 같은 모바일

IP 등록 과정(Mobile IP Registration Procedures)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바일 IP 등록 절차에서 인증 절차가 이루

어진다.

상기 모바일 IP 등록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이동 단말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Agent_Solication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

드(430)는 Agent_Advertisement 메시지를 이동 단말(400)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이동 단말은 등록을 요청하는

Registration_Request 메시지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430)는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FAAA(461)를 통해서 T-HAAA(463)에게 억세스 요청(Access_Request 메시지를 전

송한다. 그러면, 상기 T-HAAA(463)는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리기 위해서 FAAA(461)를 통해서 억세스 수

락(Access_Accept)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 다음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IP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S-HAAA

(Source-HAAA(462)에게 등록 요청(Registration_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S-HAAA(462)는 억세스 요청 메

시지를 T-HAAA(463)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T-HAAA(463)는 억세스 수락 메시지를 S-HAAA(462)에게 전송한다. 따

라서, S-HAAA(462)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등록 응답(Registration_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IP 등록 절차는 수행되는 것이다. 이후에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와 T-HAAA(463)와의 과금 동작이 이루어지

면,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상기 이동 단말(400)에게 등록 응답(Registration_Reply) 메시지를 전송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심플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랜으로 핸드오프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무선랜에서의 호 설정 과정(1101단계~1104단계)은 도 9에서 제시한 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할

당받은 IP 주소를 무선랜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IP 주소 할당을 위한 별도의 DHCP 과정을 필요없다. 무선랜에서의 호 설

정 이후의 절차는 1105 단계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호 설정 절차를 수행한 후에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1105단계와 같이 FAAA(461)에게 과금_요청 메시지

를 전송하면 상기 FAAA(461)는 상기 과금 요청 메시지를 T-HAAA(463)에게 전송한다. 과금 동작을 수행한 T-HAAA

(463)는 FAAA(461)를 통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과금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에,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1106단계에서 S-PCF(420)에게 등록 갱신(Registration_Update) 메시지

를 전송하면, 상기 S-PCF(420)는 IP 등록을 수행한 후에 등록 응답(Registration_Ack) 메시지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

스 노드(430)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S-PCF(420)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등록 요청(Registration_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

면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등록 응답(Registration_Reply) 메시지를 S-PCF(420)에게 전송하게 된다. 따라

서, 1106단계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랜으로 핸드오프 할 경우에 IP 등록 절차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1105단계와 같은 과금 절차를 1107단계에서 다시 한번 수행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랜으로 핸드오프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무선랜에서의 호 설정 과정(1201단계~1205단계)은 도 10에서 제시한 설정 절차와 동일하다.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206단계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S-PCF(420)에게 등록 갱신(Registration_

Update)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S-PCF(420)는 IP 등록을 수행한 후에 등록 응답(Registration_Ack) 메시지를 상기 패

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S-PCF(420)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에게 등록 요청(Registration_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

면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등록 응답(Registration_Reply) 메시지를 S-PCF(420)에게 전송하게 된다. 따라

서, 1206단계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랜으로 핸드오프 할 경우에 IP 등록 절차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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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430)는 1207단계에서 과금 절차를 수행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심플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

선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핸드오프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호 설정 과정은 도 9와 동일하다. 그러나, 무선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핸드오프 할 경

우, 무선랜에서 할당받은 IP 주소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PPP 설정 과정 중의 IPCP 과정에서 기존에

할당받은 IP 주소를 변경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1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연동 시스템에서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선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핸드오프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호 설정 절차는 도 10에서 제시한 호 설정 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무선랜에서 이동통신 시스템

으로 핸드오프 할 경우, 무선랜에서 할당받은 IP 주소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IP 등록 절차에서 기존에

할당받은 IP 주소를 변경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타이틀리 접합 방식에 기반한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과의 연동 시스템 및 방법을 이용하여 핸드오프 시간은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심플 IP 또는 모바일 IP를 사용하는 이동 단말에 대해서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핸드 오프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 및 무선랜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단말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간을 이동할 경우 연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 연결될 시 IP 망과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 데

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이동 단말이 셀룰러망에 접속해 있다가 억세스 포인트에 연결될 시 IP 망에 연결된 상대측 노드와 상기 이동 단말간

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억세스 포인트에 접속해 있다가 기지국에 연결될 시 IP

망에 연결된 상대측 노드와 상기 이동 단말간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패킷 제어 기능부와,

상기 무선랜 시스템의 억세스 포인트와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제어 기능부간 연결되며, 상기 이동 단말로 패킷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시 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와 억세스 포인트를 연동시켜주는 연동 서버와,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 접속해 있다가 무선랜 시스템으로 연결될 시, 상기 연동 서버를 검색하고, 검색된 연동 서버를 통

해 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로부터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단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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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동 서버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시그널링 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며, 상기 이동 단말과 연계하여 시그널링을

수행하고,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과 연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 시스템은 이동 단말과의 접속 규격은 802.11, 802.16, 802.2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4.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 및 무선랜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단말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간을 이동할 경우 연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방

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 시스템의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과 Association을 수행하여 접속하는 과정과,

상기 무선랜의 인증 서버에 의해서 상기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의 인증을 수행한 결과로 생성된 인증키를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무선랜 시스템의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연동 서버를 찾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IP 브로드캐스트

를 하여 연동 서버를 검색하는 과정과,

검색 결과, 상기 억세스 포인트와 연결할 수 있는 연동 서버가 존재할 경우 상기 무선랜 시스템의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이

동 단말에게 이를 알려주는 과정과,

상기 연동 서버에 의해서 패킷 제어 기능부로 연결 설정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에 의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게 IP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의해서 IP 망을 통해서 홈 에이젼트에 상기 이동 단말의 IP를 등록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이동이 발생하면, 새롭게 IP를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설정 메시지는 상기 연동 서버가 억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음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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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단말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접속 규격은 802.11, 802.16, 802.2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7.

이동통신 시스템 및 무선랜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 단말이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간을 이동할

경우 연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의해서 억세스 포인트와 association을 수행하여 접속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에 의해서 상기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인증 서버에게 상기 이동 단말의 인증을 요구하고, 상기 인증 서버로

부터 인증키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에 의해서 연동 서버를 찾는 메시지를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 전송하면, 상기 억세스 포인트의 IP 브로드캐

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연동 서버를 검색하는 과정과,

검색 결과, 상기 억세스 포인트와 연결할 수 있는 연동 서버가 존재할 경우 상기 무선랜 시스템의 억세스 포인트에 의해서

이동 단말에게 이를 알려주는 과정과,

상기 연동 서버에 의해서 패킷 제어 기능부로 연결 설정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 제어 기능부에 의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게 IP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의해서 IP 망을 통해서 홈 에이젼트에 상기 이동 단말의 IP를 등록하고, 상기 이동 단말이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의 이동이 발생하면, 새롭게 IP를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설정 메시지는 상기 연동 서버가 억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음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이동 단말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접속 규격은 802.11, 802.16, 802.2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

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

이동통신 시스템 및 무선랜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 단말이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간을 이동할

경우 연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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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이 셀룰러망에 접속하다가 억세스 포인트와 연결되는 시점 또는 상기 억세스 포인트와 연결되다가 셀룰러

망으로 이동하는 시점을 판단하여 이를 선택 알고리즘(Selection Algorithm)을 통해서 셀룰러망과 무선랜간의 스위칭을

제어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제어기(Network IF Selector Controller)와,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제어기를 모니터하여 가용한 억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최적의 망을 선택

하는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니터 및 선택기와,

상기 선택된 최적의 망으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기 억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연동 서버와 시그널링을 수행하는 시그

널링 게이트웨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게이트웨이는 A9/A11 시그널링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 시스템과 이동 단말과의 접속 규격은 802.11, 802.16, 802.2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장치.

청구항 13.

이동통신 시스템 및 무선랜 시스템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동 단말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동 서버 장치

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상태를 관리하는 상태 관리부와,

상기 상태 관리부와 연결되며, 상기 이동 단말이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억세스 포인트로 연결

되어 있는 이동 단말과 시그널링을 수행하는 시그널링 게이트웨이와,

이동 단말이 무선랜 시스템과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간 핸드오프가 발생할 경우 연속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을

송/수신하는 유저 데이터 포워딩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게이트웨이는 A9/A11 시그널링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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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랜 시스템과 이동 단말과의 접속 규격은 802.11, 802.16, 802.2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과

무선랜 시스템간의 연동을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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