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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 통신(IMT-2000)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 주소 대신 전자우편(E-mail) 주소 형식의 사용자 식별자 할당을 통해 동적 인
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IMSI 번호가 아닌 사용자 식별자 또는 이동 단
말기의 전화번호(MSISDN)만 알고 있어도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이동 착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가입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인터넷과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인터넷 주소 부족 현상으로 인한 정적 인터넷 주소 할당의 부담을 줄이며, 가입자 유치에 유리하고, 인터넷 주소보
다 기억하기 쉽고 편리한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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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차세대 이동 통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에서 본 발명에 의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상기 도 2의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의 구성도.

도 4는 상기 도 3을 활용한 망 구성도.

도 5는 상기 도 2의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의 서비스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상기 도 5의 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요청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7은 상기 도 5의 인터넷 주소 문의 요청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8은 상기 도 5의 IP 베어러 연결 요청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12, 100 : 이동 단말기 14, 16 : 기지국

18, 19 : 기지국 제어기 20 :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도메인 망

30 : 차세대 이동 통신 운용자 IP 망 40 : 인터넷 망

50, 55 : SGSN 60 : GGSN

62, 64 : 푸시 서버 66 : 단말기

68, 70 : 웹 서버 110 : 인터넷 프로토콜 망

200 :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 205 : 입/출력 처리부

210 : 메시지 식별부 215 : 주소 변환 처리부

220 : 연결 요청 처리부 225 : PDP 상태 문의 처리부

230 : 사용자 정보관리 테이블 232, 314, 324 : 사용자 식별자 필드

234 : 단말기 전화번호 필드 236 : 단말기 인터넷 주소 필드

240 : 메시지 처리부 300 : 서비스 요청부

310, 320 : 응용서버 312, 322 : 로컬 사용자 식별자 필드

330 :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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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 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 IMT-2000) 패킷 망에서 효과적인 
이동 착신 서비스(mobile-terminated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서비스 가입자의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IP address)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용자 식별자(Id
entifier : ID)를 이용하여 상기 가입자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디렉토리 서비스(Directory service)와 차
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의 인터넷 프로토콜(이하 IP라 칭한다) 베어러 연결을 요청하고 현재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상
태를 문의할 수 있는 에이젼트 서비스(Agent service)를 제공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이동 통신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Packet data service)는 호의 발생 유형에 따라 크게 이동 발신 (Mobile Or
iented : MO) 서비스와 이동 착신(Mobile Terminated : MT) 서비스로 구별된다. 차세대 이동 통신의 초기 서비스
는 대부분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같은 이동 발신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3GPP(3 rd Generation Par
tnership Project)와 같은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는 이동 착신 서비스보다는 이동 발신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연구
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차세대 이동 통신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다면, 증권 정보나 뉴스 등
을 해당 단말기로 전송하는 푸시 서비스(push service)나 단말기와 단말기간의 화일 전송 같은 peer-to-peer 서비
스 등의 이동 착신 서비를 필요로 하는 패킷 서비스가 주요한 응용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비동기식 차세대 이동 통신망에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신자는 착신자의 인터넷 주
소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착신자는 고정된 인터넷 주소인 고정 인터넷 주소(Static IP 
address)를 가져야 한다. 즉, 현재까지 3GPP의 표준 규격(3G TS 23.060)에 의하면 이동 착신 서비스는 고정 인터넷 
주소를 갖는 사용자에게만 제공 가능하다.

따라서 동적 인터넷 주소(Dynamic IP address)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는 이동 착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며, 대부
분의 차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들은 현재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의 제한된 주소 공간
을 고려하여 가입자들에게 동적 인터넷 주소를 제공할 것이므로, 현재의 3GPP 규격을 적용하면 이동 착신 서비스의 제
공은 불가능하게 된다.

도 1은 종래의 차세대 이동 통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나타낸 구성도로, 차세대 이동 통신 망의 구성과 이동 발신 서
비스 및 이동 착신 서비스 경로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은 차세대 이동 통신에 가입된 이동 단말기(Mobile Station :MS)(10,12)와;

무선 자원을 관리하고, 무선 트래픽 및 유선 트래픽 채널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지국(Base Station : BS)(
14,16)과;

상기 이동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지국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 RNC)(18, 19)와;

상기 차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들의 IP을 관리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운용자 IP 망(30)과;

상기 이동 단말기(10, 12)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4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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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기(10, 12)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푸시 서버(62, 64)와;

상기 푸시 서버와 같이 이동 착신 서비스를 이동 단말기(10, 12)로 보내는 단말(예: 컴퓨터 등)(66); 및

상기 이동 단말기(10, 12)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지원하는 웹 서버(Web server)(68, 70)를 구비한다.

상기 차세대 이동 통신 운용자 IP 망(30)은이동 단말기의 패킷 모드에 대한 이동성 관리 및 세션 기능을 제공하는 SG
SN(Serving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50, 55); 및

외부 패킷 망 또는 인터넷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GGSN(Gateway GPRS Surport Node)(60)으로 구성된 패킷 통
신을 위한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도메인 망(20)을 구비한다.

    
차세대 이동 통신 단말기가 인터넷( 예 : ISP, 인트라넷 등)에 접속하여 패킷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세
대 이동 통신 패킷 도메인 망 내에 사용자 인터넷 프로토콜(IP)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광대역 이동 통신 서비스(Univ
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 UMS) 베어러(bearer) 연결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터넷 주소 할
당 및 채널 연결을 위한 IP 연결을 지원하는 베어러 서비스(Bearer Service)로서, 실제 사용자 트래픽을 그대로 전달
하고 채널을 연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렇게 설정된 베어러 연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IP 패킷의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도 1의 ⓐ와 ⓑ는 인터넷 접속이나 차세대 이동 통신 운영자 IP 망 접속 등의 이동 발신 서비스 설정 경로를 나타
내며, ⓒ∼ⓔ는 이동 착신 서비스 설정 경로를 나타낸다.

상기 이동 단말기(10, 12)가 이러한 이동 발신 서비스 및 이동 착신 서비스 사용을 위해 인터넷(40)에 접속하기 위해
서는 항상 상기 SGSN(50)과 GGSN(60)을 경유해야만 한다.

이때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것은 GGSN(60)에서 담당하며, 차세대 이동 통신 가입자는 서비스 가입 시에 
고정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것인지 동적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고정 인터넷 주소 사용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인터넷 주소를 부여받게 되고 그 정보는 GGSN(60)에 저장되어 
관리되며, 상기 ⓐ∼ⓔ의 이동 착신 및 이동 발신 서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동적 인터넷 주소 사용의 경우, 매번 접속 할 때마다 새로운 인터넷 주소를 GGSN(60)으로부터 할당받게 되며, 
이동 발신 서비스 ⓐ와 ⓑ는 이용 가능하나, 이동 착신 서비스 ⓒ∼ⓔ는 이용 불가능하다.

또한 실제 차세대 이동 통신망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식별번호로는 이동 단말기에 유일하게(unique) 부여되는 번호인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가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식별번호로서, 
상기 IMSI 번호는 차세대 이동 통신 가입자들이 모르는 망에서 부여한 번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는 통신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인터넷 주소보다는 홈페이지 주소와 같은 URL(Uniform 
Resource Locator) 형태나 전자우편(e-mail) 주소와 같은 사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식별자(ID)를 사용하는 것이 이
동 착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나 표준화가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상의 서버들은 자신의 서버에서만 유효한 로컬 식별자(Local I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서버마다 다른 식별자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로컬 식별자만으로는 차세대 이동 통신 가입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
공 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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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이동 착신 서비스 제공 시, 인터넷 
주소 대신 전자메일(E-mail) 주소와 같이 식별자(ID)와 도메인 이름(Domain name)으로 된 NAI(Network Acces
s Identifier) 등의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unique) 식별되는 사용자 식별자를 할당하여, 사용자 식별자 정보로부터 
해당하는 인터넷 주소 정보를 얻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외부 패킷 망에서도 사용자 식별
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번호가 아닌 사용자 식별자 또는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고, 동적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가입자도 
이동 착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IMT-2000)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
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 내에서 IP 베어러 연결을 설정하고, 동적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이미 3GPP의 3G TS 23.060 의 문서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
서,

착신자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이용한 이동 착신 서비스 제공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수단은, 차세대 이동 통신 망의 사용자 이동 단말기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 정보관리 테이블과;

현재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GGSN(Gateway GPRS Surport Node)으로 문의하여, 그 결과를 반환하
는 착신 단말기 정보 처리부와;

상기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통해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인터넷 주소로 변환하여 반환하는 주소 변환 처리부; 및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와 GGSN 간에 IP 베어러 서비스가 설정 되도록 GGSN으로 요구하는 연결 요청 처리부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서,

착신자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이용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착신 서비스 제공 과정을 구비하되;

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제공 과정은, 발신자로부터 착신자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한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수
신 받는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수신 과정과;

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검색하여, 각각의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처리 과정; 및

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처리 과정에 의한 결과를 상기 발신자에게 전송하는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결과 전송 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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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에서 본 발명에 의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의 동작을 나타낸 구성도로, 발신자가 착신자의 이동 단말기에 부여된 사
용자 식별자만을 알고 인터넷 주소는 알지 못하며,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20)에서는 착신자 이동 단말기에 대한 I
P 연결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터넷상의 발신자가 상기 이동 단말기로 패킷 서비스(이동 착신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동작 설정을 보여준다.
    

상기 도 2는 이동 착신 서비스를 받을 착신 단말기인 차세대 이동 통신망 가입자의 이동 단말기(100)와;

상기 이동 단말기(100)와 연결되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도메인 망(UMTS 패킷 도메인 망)
(20)과;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이용하여 GGSN(60)에 인터넷 주소 할당 및 IP 베어러 연결을 요청하
는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 및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사용자 식별자를 통해 이동 단말기(100)로 패킷 서비스를 하기 위해, IP 망(110)을 통하여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으로 이동 단말기(100)와의 연결 요청을 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요청부(발신자)(예 : 응용서버, 단말)(300)를 구비한다.

도 3은 상기 도 2의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의 구성도로, 상기 서비스 요청부(300)로부터 서비스 요청 메시지
를 입/출력 처리부(205)로 전송 받아 서비스 요청 메시지의 종류를 식별하는 메시지 식별부(210)와;

상기 사용자 식별자 등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용자 정보 관리 테이블(230)과;

상기 사용자 식별자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인터넷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 변환 처리부(215)와;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100)와 GGSN(60) 간에 IP 베어러 연결이 설정되도록 GGSN(60)으
로 요청하는 연결 요청 처리부(220)와;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 등 현재 이동 단말기(100)의 상태 정보인 PDP 컨텍스트(Packet 
Data Protocol context)를 상기 GGSN(60)으로 문의하는 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처리부(225); 및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의 결과를 주소 처리부(215)와 연결 요청 처리부(220) 및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요청부(2
25)로부터 전송받아 상기 입/출력 처리부(205)를 통해 서비스 요청부(300)로 전송하는 메시지 처리부(240)를 구비
한다.

상기 사용자 정보 관리 테이블(200)은 사용자 식별자를 저장하는 사용자 식별자 필드(232)와;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식별 가능한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전화번호( MSISDN(Mobile Station Integrat
ed System Digital Network))를 저장하는 단말기 전화번호 필드(234); 및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고정 인터넷 주소를 저장하는 인터넷 주소(IP address) 필드(236)를 구비한다.

상기 사용자 식별자는 전자메일(E-mail) 주소와 같이 식별자(ID)와 도메인 이름(Domain name)으로 된 NAI(Netw
ork Access Identifier) 등을 사용하여 전세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유일한 식별자를 사용함으로써, 외부 IP 망에서도 
식별된다.

예를들어, 상기 사용자 식별자가 kjbaeck@imt2000.co.kr일 경우 kibaeck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 사업자내의 식별자
에 해당하며, 도메인 이름 imt2000.co.kr은 차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의 도메인 이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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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정보 관리 테이블(200)은 차세대 이동 통신망 사업자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에 따
라 그 내용이 추가된다.

상기 서비스 요청부(300)는 상기 착신자(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식별자를 가지고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으
로 착신자의 이동 단말기(100)에 대한 인터넷 주소 문의 요청을 하며, 상기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은 서비스 
요청부(300)로부터 받은 착신자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 관리 테이블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1
00)에 할당 된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는지 인터넷 주소 필드(236)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면, 인터넷 주소를 서비스 요청부(300)로 반환하고,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지 않
으면, 상기 단말기 전화번호 필드(234)에서 이동 단말기(100)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GGSN(60)으로 IP 베어
러 연결을 요청한다.

상기 GGSN(60)은 이동 단말기(100)까지 망 요청 PDP 컨텍스트 활성화 절차(Network-requested PDP context 
activation procedure)를 수행하여, 동적 인터넷 주소를 할당 받는다.

GGSN(60)은 상기 인터넷 주소를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으로 전송하고,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은 
인터넷 주소를 서비스 요청부(300)로 전송한다.

서비스 요청부(300)는 전송 받은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GGSN(60)으로 IP 패킷(Packet Data Unit : PDU)을 전송
하고, GGSN(60)은 상기 이동 단말기(100)로 상기 IP 패킷을 전송한다.

도 4는 상기 도 3을 활용한 망 구성도로, 차세대 이동 통신 운용자 IP 망(30)과 외부 망(예 : 인터넷 망, 인트라넷 등)
에서 로컬 식별자와 사용자 식별자를 연동한 이동 착신 서비스를 보여준다.

상기 도 4에서 응용서버(예 : 푸시 서버)(310, 320)와 단말(330)은 서비스 요청부(300)로, 상기 응용 서버(310, 3
20)의 사용자는 해당 응용서버에서만 유효한 로컬 식별자를 가진다.

상기 응용 서버(310, 320)는 로컬 식별자를 저장하는 로컬 식별자 필드(312, 322); 및

차세대 이동 통신 망에서 부여한 상기 사용자 식별자를 저장하는 사용자 식별자 필드(314, 324)를 구비한다.

상기 응용 서버(310, 320)에서 이동 단말기(100)로의 이동 착신 서비스 시, 상기 로컬 식별자 정보를 통해 사용자 식
별자 필드(314, 324)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읽어들여,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상기 디
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으로 전송한다.

도 5는 상기 도 2의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의 서비스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로, 먼저 상기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
(200)은 서비스 요청부(300)로부터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포함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전송 받는다(S2).

상기 사용자 식별자가 사용자 정보 관리 테이블(230)에 존재하는지 판단하여(S4), 사용자 식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서비스 요청부(300)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임을 통보한다(S16).

상기 판단 결과, 사용자 식별자가 존재하면 서비스 요청의 종류가 무엇인지 판단하여(S6),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10
0)의 PDP 컨텍스트 상태를 문의하는 요청일 경우(①), 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요청 처리 과정을 수행하여(S8), 이
동 단말기(100)의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서비스 요청부(300)로 전송한다(S14).

상기 서비스 요청의 판단 결과, 이동 단말기(100)의 인터넷 주소를 문의하는 요청이면(②), 인터넷 주소 문의 처리 과
정을 수행하고(S10), 상기 S14로 진행하여 이동 단말기의 인터넷 주소를 서비스 요청부(300)로 전송한다(S14).

또한 상기 서비스 요청의 판단 결과, 상기 GGSN(60)과 이동 단말기(100)와의 IP 베어러 연결 요청이면(③), IP 베어
러 연결 요청 처리 과정을 수행하고(S12), 상기 S14로 진행하여 이동 단말기의 인터넷 주소를 서비스 요청부(300)로 
전송한다(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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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상기 도 5의 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요청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로, GGSN(60)으로부터 현재 착신자 이
동 단말기(100)의 동적 인터넷 주소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전송 받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사용자 정보 관리 테이블(230)의 단말기 전화번호 필드(234)로부터 이동 단말기(100)의 전화번호를 읽고(S30), 
상기 GGSN(60)로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MSISDN)를 통해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요청한다(S32).

상기 GGSN(60)은 이동 단말기(100)의 기설정된 PDP 컨텍스트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S34),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PDP 컨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음을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에 통보하고(S38), 기설정된 
PDP 컨텍스트가 존재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으로 
전송한다(S36).

도 7은 상기 도 5의 인터넷 주소 문의 요청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로, 이동 단말기(100)의 정적 인터넷 주소나, 또
는 현재 이동 단말기가 차세대 이동 통신 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아 사용 중인 동적 인터넷 주소를 GGSN(60)으로부터 
전송 받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인터넷 주소 필드(236)에 이동 단말기(100)의 
정적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는지 검색하여(S52), 정적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54).

상기 판단 결과,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면 서비스 요청부(300)로 상기 인터넷 주소를 전송하고, 정적 인터넷 주소가 존
재하지 않으면 상기 도 6의 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S60).

상기 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처리 과정 수행 결과,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동적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는지 판단하
여(S62), 존재하면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은 동적 인터넷 주소를 상기 서비스 요청부(300)로 전송하고(S6
4), 동적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서비스 요청부(300)로 통보한다(S66).

도 8은 상기 도 5의 IP 베어러 연결 요청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로, 먼저 상기 도 6의 PDP 컨텍스트 상태 문의 처
리 과정을 수행한다(S72).

상기 수행 결과, GGSN에 기절정된 IP 연결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S72), 존재하면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
은 상기 이동 단말기(100)의 인터넷 주소를 상기 서비스 요청부(300)로 전송하고(S82),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GGS
N(60)으로 IP 베어러 연결을 요청한다(S76).

상기 GGSN(60)은 망 요청 PDP 컨텍스트 활성화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100)와 GGSN(60) 사이의 IP 
베어러 연결을 설정하고(S78), GGSN(60)은 상기 망 요청 PDP 컨텍스트 활성화 절차에 의해 할당받은 이동 단말기(
100)의 동적 인터넷 주소를 인터넷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으로 전송한다(S80).

참고로, 상기 서비스 요청부(300)는 사용자 식별자 대신 이동 단말기(100)의 전화번호 정보(MSISDN)를 가지고 서
비스 디렉토리 에이젼트 시스템(200)으로 상기와 같은 서비스 요청메시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패킷 전
화(VOIP)를 지원하기 위한 세션을 제어하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와 같은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차세대 이동 통신망에 있어서 정적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가입자만 이용 가
능한 이동 착신 서비스를 동적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가입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인터넷 주소 부족 현상
으로 인한 정적 인터넷 주소 할당의 부담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발신자가 착신자의 인터넷 주소를 모르더라도,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만으로 이동 착
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식별자 또는 착신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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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가입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인터넷과 차별화 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유치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 주소보다 기억하기 쉽고 편리한 사용자 식별자를 사용
함으로써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착신자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이용한 이동 착신 서비스 제공 수단을 구비하되;

상기 수단은, 차세대 이동 통신망의 사용자 이동 단말기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 정보관리 테이블과;

현재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GGSN(Gateway GPRS Surport Node)으로 문의하여, 그 결과를 반환하
는 착신 단말기 정보 처리부와;

상기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통해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인터넷 주소로 변환하여 반환하는 주소 변환 처리부; 및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와 GGSN 간에 IP 베어러 서비스가 설정 되도록 GGSN으로 요구하는 연결 요청 처리부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정보 관리 테이블은 상기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 식별자 필드와;

차세대 이동 통신망에서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단말기 전화번호 필드; 및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정적 인터넷 주소를 저장하는 인터넷 주소 필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
동 통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착신자의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이용한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착신 서비스 제공 과정을 구비하되;

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제공 과정은, 발신자로부터 착신자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한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수
신 받는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수신 과정과;

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검색하여, 각각의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처리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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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처리 과정에 의한 결과를 상기 발신자에게 전송하는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결과 전송 과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식별자는 외부 망의 로컬 식별자와의 연동을 통해 외부 망에서도 식별되며, 그 형식은 식별자와 도메인 이
름으로 된 전자 우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
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처리 과정은 상기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통해 처리하되;

상기 이동 착신 서비스 요청 메시지 유형에 따라,

현재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상태 문의 요청을 처리하는 단말기 상태 문의 요청 처리 단계와;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인터넷 주소 문의 요청을 처리하는 인터넷 주소 문의 처리 단계; 및

상기 착신자 이동 단말기와 GGSN과의 IP 베어러 연결 요청을 처리하는 IP 베어러 연결 요청 처리 단계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상기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상태 문의 요청 처리 단계는,

상기 사용자 식별자 정보를 통해 착신자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전화번호 검색 단계와;

상기 착신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GGSN으로 패킷 데이터 프로토콜(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요청하는 PDP 컨텍스
트 상태 정보 요청 단계와;

상기 GGSN으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전송 받는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 수신 단
계; 및

상기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 정보 반환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 통
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상기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 문의 처리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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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식별자를 통해 이동 단말기에 할당된 정적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는지 검색하는 정적 인터넷 주소 확인 단
계와;

상기 정적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면, 정적 인터넷 주소를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 정적 인터넷 주소 반환 단계; 및

상기 고정 인터넷 주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GGSN으로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GGSN으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PDP 컨텍스트 상태 정보를 전송 받아, 상기 이동 단말
기의 동적 인터넷 주소를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 동적 인터넷 주소 전송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
동 통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상기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IP 베어러 연결 요청 처리 단계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상태 정보를 반환하는 상기 단말기 상태 문의 요청 처리 단계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상태 정보로부터 현재 이동 단말기로 설정되어 있는 IP 연결이 존재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의 인터
넷 주소를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 인터넷 주소 반환 단계; 및

    
현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설정되어 있는 IP 연결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GGSN
으로 IP 베어러 연결을 요청하고, 상기 전화번호를 통해 상기 GGSN이 망 요청 PDP 컨텍스트 활성화 절차를 수행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와 GGSN 사이의 IP 연결을 설정하고, 상기 IP 연결을 통해 할당 된 이동 단말기의 인터넷 주소를 상
기 GGSN으로부터 전송 받아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 동적 인터넷 주소 할당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
대 이동 통신 패킷 망에서 사용자 식별자를 이용하여 이동 착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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