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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처리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은 구내 EV-DO 무선망내에 구

내망 진입 단말의 인증 및 호 처리를 담당하기 위한 구내 pDLR을 설치하여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이 최초 호

접속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공중 EV-DO 망의 DLR로부터 수신하여 구내 pDLR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호 처리 및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증에 있어서는 구내 EV-DO 무선망에 별도의 AN_AAA를 구비하지 않

고 상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의 IMSI를 추출하여 추출된 IMSI가 구내 EV-DO 무선망의 pDLR 데이터베

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서, 해당 단말의 인증을 수행하고, 구내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적어도 2회 이상 호

접속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구내 pDLR 내부에 저장된 해당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중 무선 고속 데

이터 시스템과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사설망내에서 최초 호 접

속시 사설망과 공중망과의 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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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과정 이후(사설망 최초 호 접속 시도 후)의 사설망내에서 호 재 접속시 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공중 EV-DO 망 200 : 사설 EV-DO 망

110, 210 : 단말기 120, 120a, 120b, 220 : ANTS

130, 130a : ANC 140 : GAN

150 : BSM 160 : DLR

170 ; AN_AAA 180 : PDSN

230 : pANC 240 : pDLR

250 : WSM 260 : pPDS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 고속 데

이터 시스템(CDMA 1x EV-DO: 이하 EV-DO라 칭함) 방식의 무선 단말기가 사설(구내) EV-DO 무선망에 호 접속시 공

중 EV-DO 무선망에 등록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구내 EV-DO 무선망 인증 및 구내 접속 호 처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 1x EV-DO 무선망은 CDMA 기술을 이용하여 퀄컴이 개발한 패킷(Packet) 무선 데이터 전송 신기술

로서 메가급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이다. 전송속도도 순방향 최대 2.4Mbps이며, 역방향은 307.2Kbps로서 유선에

서 사용하는 ADSL 방식과 똑같이 무선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CDMA 1x EV-DO가 대두된 계기는 IMT-2000 MC(Multi-Carrier, 동기식)의 1x RTT 시스템이 음성 및 데이터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어 상용화 테스트까지 거쳤으나, 1.25MHz 대역의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IS-95 방식에서는 144Kbps이상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보완 솔루션으로 등장한 것이다.

CDMA 1x EV-DO는 기존 IS-95망에서 DCN(Data Core Network)을 통한 데이터 전용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제3

세대(3G)망에서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 속도와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CDMA 1x EV-DO의 순방향 평균 전송속도는 수백 kbps의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지만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대역폭

은 현행 CDMA One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와 동일한 1.25MHz이다.

IMT-2000에서 384kbps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MHz의 대역폭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주파수 이용 효율이 매우 높

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DMA 1x EV-DO가 IMT-2000의 주파수 대역폭보다 좁은 대역폭으로 고속화할 수 있는 전송 데이터가 인터넷과 같이

버스트(Burst)성 데이터일 경우 지연이나 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이터 통신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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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DMA 1x EV-DO는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통화 품질에 따라 역방향의 전송속도를 기지국측에서 자동 조절하여 주

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기지국에서 수신된 단말기의 신호를 1.67m/s 마다 모니터링하여 통화 품질을 파악하

여 단말기로 데이터 송신 우선순위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기지국 근처에 있는 전파 간섭이 적은 단말기는 우선적으로 전송 속도를 높여 전송하고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단말기로는 통신 속도를 줄여서 데이터의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무선망은 무선 공중망과 특정 목적을 가진 그룹 또는 회사 등에서 이용하는 무선 사설망으로 구분되고, 무선 사

설망은 특정 무선 공중망과 연동되도록 구성되나, 상기와 같은 CDMA 1x EV-DO 무선망은 일반적인 무선망과는 달리 이

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서비스만 존재하였으며, 사설(구내) EV-DO 무선망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

았다.

따라서, 공중 EV-DO 무선망의 일부를 사설 EV-DO 무선망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법

은 하나의 이동 단말이 특정 지역(구내) 내에서는 사설 EV-DO 무선망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공중

EV-DO 무선망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는 본 출원인이 2002년 9월 10일 출원한 출원번호 10-2002-0054625호(발명의 명칭 :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공중망과 사설망의 공통 사용 방법 및 시스템)를 통해 제안된바 있다.

상기 제안된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공중망과 사설망의 공통 사용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EV-DO 망에서 구내 EV-DO 무선망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중에서 EV-DO 구성에 필수적인 DLR과 AN_AAA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DLR의 경우 구내망 구성을 위해 직접 공중망 DLR에 접속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내 전용 DLR을 구내망 내부에 설

치하여 구내망 접속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으며, 또한, AN_AAA 경우도 DLR과 마찬가지로 구내망 접속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공중망 AN_AAA에 직접 접속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내 전용 AN_AAA를 구내망내에 설치하여 구내 인증을 처리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들은 나름대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별도의 구내망 DLR을 두지 않고 공중망 DLR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은, 이동통신 사업자측 입장에서 볼 때 구내

망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공중망 DLR에 부여되는 부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구내망 내에서

사용되는 단말이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이라 하더라도 구내 EV-DO 무선망을 이용해서 구내 네트워크 접속시 및 기타 단계

에서 공중망 DLR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공중망 DLR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

이 있다.

초기 DLR 설계시에는 구내 서비스를 염두해 두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내 EV-DO 무선망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

공중 DLR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게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공중망 DLR과 그 기능이 동일한 구내 전용 DLR을 구내망에 설치하는 방법은, 공중망 페이징(Paging)

요청에 대해 구내에 있는 단말이 응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구내 EV-DO 무선망내에서는 공중망에 접속할

수 없으며, 잦은 서브넷(Subnet) 변경에 따라 공중망 DLR 및 구내망 DLR의 부하를 높이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세 번째 방법으로, 구내망 인증을 위해 구내망에 AN_AAA를 설치하고, 구내망 AN_AAA를 통해 공중망 AN_AAA

에 접속하여 공중망 AN_AAA를 공유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공중망 AN-AAA와 구내망 AN-AAA사이의 연결을 위해 전

용선이 필요하게 되고, 선별적인 구내망 접속 허용이 용의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구내망 인증을 위해 구내망 전용 AN_AAA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성능 전용 AN_AAA 서버가

필요하게 되어 서버의 사용에 따른 설비의 코스트가 상승되고, 서버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증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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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구내망에

DLR을 설치하고 구내망 DLR과 공중망 DLR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구내망 단말로부터 최초 호 접속이 있는 경우, 호 처

리에 필수적인 세션 정보를 공중망 DLR로부터 확보하고, 확보된 세션 정보를 구내망 DLR에 저장한 후, 호 처리를 수행하

도록 하고, 구내망 단말로부터 이후의 호 접속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망 DLR에 저장된 세션 정보에 따라 구내망 자체에서

호처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망 DLR에 불필요한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

말기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구내망에 별도의 단말 인증을 위한 AN_AAA를 설치하지 않고, 상기 구내망 DLR에서 공중

망 DLR로부터 확보한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의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를 추출하여 추출된 IMSI

와 구내 등록 단말들의 IMSI를 비교함으로써, 구내 등록 단말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

서 단말기 인증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DLR(Data Location Registe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에 연

동되어 구내 EV-DO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의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장치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기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최초 호 접속 요구 신호가 수신되면, 해당 단말의 세션 정

보 요구신호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내의 DLR로 전송하고, 상기 세션 정보 요구신호에 따라 상기 공중망 DLR로부터

수신한 상기 최초 호 접속 요구 단말의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의 인증 정보를 추출하여 추출된 인증 정보에 따라 해당 단

말의 구내 EV-DO 무선망 등록 여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수신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저장한 후, 해당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호 처리를 수행하는 세션 정보 처리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증 정보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를 포함하고, 상기 세션 정보 처리 수단은, 상기 공중 EV-

DO 무선망의 DLR과 전용선으로 연결 구성된다.

상기 세션 정보 처리 수단은, 상기 단말의 호 접속 요구 신호가 적어도 2회 이상의 재 접속 요구 신호인 경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공중 EV-DO 무선망의 공중 DLR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별도의 단말 인증 과정을 수행없

이 상기 최초 호 접속 요구신호 수신시 저장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를 수행한다.

상기 호 처리 수단으로부터 해당 단말과의 트래픽 채널이 할당되어 호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구내 EV-DO 무선망내의 인

트라넷을 통한 데이터를 상기 호 처리 수단을 통해 해당 단말로 서비스하는 데이터 패킷 서비스 노드(Data Packet

Service Node: PDSN)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DLR(Data Location Registe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에 연동되어 구내 EV-DO 무

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기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

로부터 전송되는 호 접속 요구신호를 중계하는 ANTS; 상기 ANTS로부터 중계되는 호 접속 요구신호가 최초 호 접속 요구

신호인 경우, 상기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 요구신호를 발생하고, 세션 정보 요구신호에 상응하는 세션 정보에 따라 상기 최

초 호 접속 요구 단말과의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는 pANC; 상기 pANC로부터 발생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 요구신호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내의 DLR로 전송하고, 상기 세션 정보 요구신호에 따라 상기 공중망 DLR로부

터 수신한 상기 최초 호 접속 요구 단말의 세션 정보로부터 상기 단말의 구내 인증을 위한 IMSI 정보를 추출하여 추출된

IMSI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구내 EV-DO 무선망 등록 여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 후, 상기 단말의 재 접속 시 호 처

리 및 인증을 위해 상기 수신된 세션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세션 정보를 상기 pANC로 제공하는 pDLR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DLR(Data Location Registe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과 연동되는 구내 pDLR

(Private Data Location Register), 구내 ANTS(Access Network Transceiver System), pANC(구내 제어국: Private

Access Network Control)을 포함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의 호 처리 및 단말 인증 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

기 ANTS는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전송된 호 접속 요구 신호를 상기 pANC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pANC는, 상기 ANTS로부터 전송되는 호 접속 요구 신호에 따라 해당 단말의 호 처리를 위한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pDLR로 요구하는 단계; 상기 pDLR은 상기 pANC로부터 요구된 세션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단말의 세

션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구내 EV-DO 무선망 접속호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

기 공중 EV-DO 무선망의 DLR로 요구하는 단계; 상기 pDLR은 상기 세션 정보 요구에 따라 수신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

에 포함된 인증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인증정보에 따라 해당 단말의 구내 인증을 수행하여 해당 단말이 구내에 등록된

단말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저장한 후 해당 세션 정보를 상기 pANC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pANC

는 상기 pDLR로부터 전송되는 단말의 세션 정보에 따라 해당 단말기의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채널을 통해 호 처

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호 접속 요구신호를 상기 구내 제어국으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상기 ANTS는 상기 구내 기지국으로 호 접속 요구 신

호 전송시 상기 호 접속 요구 신호가 공중 EV-DO 무선망에 접속하기 위한 호 접속 요구신호인지, 구내 EV-DO 무선망에

접속하기 위한 호 접속 요구신호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임시 식별자 정보를 상기 호 접속 요구신호에 부가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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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pDLR로 요구하는 단계에서 상기 pANC는 상기 ANTS로부터 전송되는 호 접속 요구 신호

에 포함된 임시 식별자 정보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호 접속 요구 신호를 공중 EV-DO 무선망 또는 상기 구내

EV-DO 무선망의 pDLR로 선택적으로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의 DLR로 요구하는 단계에서, pDLR은 pANC로부터 요구된 세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말의 호 접속이 최초의 호 접속이 아닌 적어도 2회 이상의 접속호로 판단하여 별도의

단말의 인증 없이 상기 저장된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pANC로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DL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의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구내 EV-DO 무선망 호 접속 요구

신호가 수신되면, 해당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결과, 해당 단말

의 세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말의 구내 인증 및 호 처리를 위한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 내에 위치한 DLR로 요구하는 단계; 상기 DLR로부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가 수신되면, 수신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의 인증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단말의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의 구

내 EV-DO 무선망 등록 여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의 구내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구내 EV-DO 무선망)과 공중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공중 EV-DO

무선망)과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그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공중 EV-DO 무선망(100)과 사설 EV-

DO 무선망(200)의 구성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중 EV-DO 무선망(100)의 단말기(AT : Access Terminal, 110)는 공중 EV-DO 무선망

(100)과 구내 EV-DO 무선망(200)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이며, 구내 EV-DO 무선망(200)내의 단말기(210)

역시 공중 EV-DO 무선망(100)에 등록된 단말로서 구내 EV-DO 무선망(200)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이다.

또한, 공중 EV-DO 무선망(100)내의 ANTS(공중망 기지국 : Access Network Transceiver System, 120, 120a, 120b)

들은 각각 소정의 공중 무선 영역들을 가지며, 상기 영역내의 단말이 진입하는 경우 세션(Session)을 설정하고, 해당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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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에 필요한 식별자(UATI:Unicast Access Terminal Identifier)의 할당 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한다. 또한, ANTS

(120, 120a, 120b)는 AT(110)로 호의 착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AT(110)로부터 호 접속 요구가 있는 경우 호 접속 요

구신호를 ANC(공중 제어국: Access Network Control, 130, 130a)로 중계한다.

ANC(130, 130a)는 각각 GAN(허브: Global Area Network, 140)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GAN(140)은 공중망 인증,

공중망 단말 인증 등을 담당하는 AN_AAA(사설 인증 시스템, Access Network Authentication Accounting

Authorization: 170)와, 단말에 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하는 PDSN(Packet Data Serving Node: 180), 단말의 정보, 단말의

위치 정보 등을 저장하는 DLR(Data Location Register:160) 및 시스템의 로딩, 장애, 진단, 통계등을 담당하는 BSM

(Base System Manager: 150)이 연결되어 각 노드들간에 데이터의 중계를 수행한다. 또한, GAN(140)에 공중 EV-DO 무

선망(100)의 ANTS(120, 120a, 120b)들이 연결될 수 있으나, 이는 도 1에 도시하지 않았다.

PDSN(180)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패킷 서비스 노드들과 연결되거나, 구내 EV-DO 무선망(200)의 pPDSN(260)과 연결

될 수도 있으나 이는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다.

DLR(160)은 공중 EV-DO 무선망(100)에 등록된 단말기(110, 210)에 대한 정보(예를 들면, MN ID(IMSI)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해당 단말의 세션 갱신 시에 단말기(110, 210)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DLR(160)은 일반적인

무선 공중망에 포함되는 단말기의 정보 역시 저장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무선 공중망의 단말 정보는, 단말의 정보,

사용자 정보, 서비스 등급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구내 EV-DO 무선망(200)내의 ANTS(220)는 구내 영역으로 진입한 AT(210)로 착신호를 제공하거나, 단말기(210)

로부터 호 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호 접속 신호를 pANC(구내 제어국: Private Access Network Control, 230)로 중계한

다.

pANC(230)는, AT(210)로부터 발신된 데이터 호에 포함된 식별자를 이용하여 발신된 데이터호가 공중망에 접속하기 위

한 발신호인지 구내망에 접속하기 위한 발신호인지를 구분하여 공중망 접속 발신호인 경우 공중 EV-DO 무선망(100)의

ANC(130)로 라우팅하고, 발신호가 구내망 접속 발신호인 경우 구내망 EV-DO 무선망(200)에서 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신호를 라우팅하는 라우터 모듈(허브:Router Module)을 구비할 수 있다.

라우터 모듈은 미리 결정된 특정한 서버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버 주소는 임시 식별자의 정보와 비교하여 특정한

서버를 가지는 임시 식별자 주소가 미리 결정된 임시 식별자 단말로 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구내 EV-DO 무선망

(200)내의 호로 검출하여 해당 호를 pANC(230)로 라우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내 EV-DO 무선망(200) 가입자의 임시 식별자는 미리 결정된 서버의 주소를 가지도록 할당된다. 만약 미리

결정된 서버 주소들이 예를 들어 "samsung.co.kr"의 서버, "samsung.com"DML 서버 등과 같은 경우 구내 EV-DO 무선

망(200)내의 단말기(210)는 "111@samsung.co.kr"의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내 EV-DO 무선망(200)내의 AT(210)가 미리 결정된 서버 주소들 중 하나의 주소로 접속이 요구되거나 또는

상기한 서버를 가지는 단말 예를 들어 "aaa@samsung.co.kr"의 단말로 호의 접속이 요구되는 경우, 사설 EV-DO 무선망

(200)내의 호로 검출하게 된다.

만일 호를 요구하는 AT(210)의 임시 식별자에 포함된 서버와, 호의 착신이 요구되는 서버 또는 호의 착신이 요구되는 단

말기의 임시 식별자 서버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결정된 주소가 아닌 경우 해당 호를 공중 EV-DO 무선망(100) 접속호로

판단하여 공중 EV-DO 무선망(100)의 ANC(130, 130a)로 라우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우터 모듈을 포함하는 pANC(230)에는 구내 AT(210)의 위치 및 기타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구내

EV-DO 단말 AT(210)로부터 호 접속이 되는 경우 호 처리를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된 단말 인증 정보(IMSI)를

이용하여 구내 EV-DO 단말 AT(210)의 인증을 수행하는 pDLR(240)이 연결된다.

또한, pANC(230)에는 구내 EV-DO 단말 AT(210)에 인트라넷(Intranet)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PDSN

(260)이 연결되고, 구내 EV-DO 무선망(200) 시스템의 로딩, 장애, 진단, 통계 등을 담당하는 WSM(250)이 연결된다. 여

기서, 상기와 같은 구내 EV-DO 무선망(20)의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은 공중 EV-DO 무선망(100)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성

요소와 그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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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내 EV-DO 무선망(200)의 pDLR(240)의 경우 공중망 DLR(160)과는 달리 구내망 지원을 위해 몇 가지 다른 기

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구내 DLR인 pDLR(240)은 구내 단말 인증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별도의 AN_AAA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공중 EV-DO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구내 EV-DO 무선망(10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중망 ANTS(120)와 공중망 ANC(130) 사이에 pANC(230)

을 추가하고 여기에 EV-DO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엘리먼트를 추가하여 구성된다.

pANC(230)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구내 ANTS(220)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메시지를 공중 EV-DO 무선망(100)과 구내

EV-DO 무선망(200)으로 구분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pANC(230)내 라우터 모듈이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내 EV-DO 무선망(200)내에 위치한 EV-DO 무선 단말 AT(210)가 공중 EV-DO 무선망(100)으로

접속을 시도했을 때에 pANC(230)는 구내 ANTS(220)가 전송한 메시지속에 포함된 식별자(구분자)를 인식해서 공중망

ANC(130)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중 EV-DO 무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말 AT(210)가 구내 EV-DO 무선망(200)에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중망때와 마찬가지고 pANC(230)는 구내

ANTS(220)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포함된 구분자를 확인하여 pANC(230)가 구내에 설치된 네트웍 엘리먼트를 이용해

서 구내 EV-DO 무선망(200)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구내 EV-DO 무선망(200)과 공중 EV-DO 무선망

(100)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구분자는 EV-DO 무선 단말 AT(210)로부터 제공한다.

구내 EV-DO 무선망(200)에서는 공중 EV-DO 무선망(100)에서 설정된 세션을 구내 EV-DO 무선망(200) 내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내 EV-DO 무선망(200)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내 EV-DO 무선망(200) 내에 있는 단말 AT(210)가 공중망 페이징(Paging)에 응답할 수 있고, 서브넷(Subnet) 변

경에 따른 처리가 일어나지 않아 공중망 DLR의 부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기 세션 설정과 관련된 작업이 모두 구내 EV-DO 무선망(200)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망 DLR(160)에

대비해서 좀더 쉽게 구내 DLR인 pDLR(240)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구내 EV-DO 무선망(200)내에 pDLR(240)를 구성함에 있어, 공중망 DLR(160)보다 좀더 저렴한 서버를 사용해서

구내 DLR인 pDLR(240)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구내 단말 AT(210) 인증시 별도의 구내 AN-AAA를 사용할 필요 없이 공중

망에서 실시한 인증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내 EV-DO 무선망(200)에서는 공중 EV-DO 무선망(100)내에서 발생하는 세션 설정 및 삭제와 관련된 작업이 일

어나지 않게 되는데 다만 기본적인 호처리를 위해서 구내 DLR인 pDLR(240) 내에 세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

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망 DLR(160)과는 그 기능이 조금 다른 구내 pDLR(240)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구내 pDLR(240)의 경우 작동 초기에는 필요한 데이터가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구내 EV-DO 무

선망(100)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입력될 수도 있겠지만 특정 데이터의 경우 공중망 DLR(160)에 있는 정보를 꼭 이용해야

만 한다. 왜냐하면 비록 해당 단말 AT(210)가 구내에 위치해 있지만 그 AT(210)의 세션 생성은 공중망 DLR(160)을 통해

이루어지고, 호 처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 또한 공중망 DLR(160)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내 EV-DO 무선망(200) 호 처리는 구내 pDLR(240)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중망 DLR(160)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오는 방법을 사용하여 구내 EV-DO 호처리를 실시한다. 결국, 구내 pDLR

(240)에서 공중망 DLR(160)에 저장된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수신하기 위해서는 구내 pDLR(240)과 공중망 DLR

(160) 사이에는 전용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구내 EV-DO 무선망(200)을 통한 구내 단말 인증의 경우에는 공중 EV-DO 무선망(100)에서 설정된 세션을 유지해서 구

내 EV-DO 무선망(200)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느 시점에 구내

단말에 대한 인증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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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망에 등록된 AT(210)의 경우 단말의 세션 설정시 세션 설정 과정에 이어 공중망 AN-AAA(170)를 통해 해당 단말에

대한 인증 작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상기와 같이 구내 EV-DO 무선망(200) 내에서는 세션 설정 및 해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내 EV-DO 무선망(200)을 구성할 경우 호 처리 단계에서 공중 AN-AAA(170)를 통한

인증 작업 자체가 실시되지 않게 된다. 즉, 공중 AN-AAA(170)를 통한 인증은 세션 초기 설정 및 세션 해제 후 새로운 세

션 설정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단순히 망에 접속만 하는 단계에서는 인증 단계를 임의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구내 EV-DO 무선망(200)에서는 세션 설정 단계가 아닌 구내 EV-DO 무선망(200) 접속 시에 해당 단말에 대한 인증

즉, 구내 EV-DO 무선망(200)에서 사용이 허가된 EV-DO 단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구내 EV-DO 무선망(200)에서는 기본적인 호 처리를 위해서 구내 pDLR(240) 내에는 세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필

요하게 되고, 이 정보는 전용선으로 연결된 공중망 DLR(160)로부터 얻어 오게 되는데, 구내 단말 AT(210) 인증은 바로 구

내 pDLR(240)에 의해 공중망 DLR(160)이 세션 정보를 구내 pDLR(240)쪽으로 넘겨 줄 때 구내 pDLR(240) 내부에서 이

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중망 DLR(160)에 의해서 전달되는 세션 정보 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구내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내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 구내 EV-DO 무선망(200)에 접속하려고 할 때에는 호 처리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구내 단말 AT(210)의 인증을 불허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구내 AT(210)의 인증은 바로 구내 pDLR(240)에 의해 공중망 DLR(160)이 세션 정보를 구내 pDLR(240)로 넘겨줄 때

구내 pDLR(240)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공중망 DLR(160)에 의해서 전달되는 세션 정보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는 구내 인증에 꼭 필요한 MNID(또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가 포함되어 있다.

IMSI는 3G의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값이다. 공중망 AN_AAA(170)가 세션 설

정을 마치고 단말 인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인증된 단말에게 알려주는 값이 바로 IMSI값인데, 공중망 DLR(160)에는 이

미 이 값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내 pDLR(240)에서는 공중망 DLR(160)로부터 받은 IMSI값과 미리 구내 pDLR(240)

에 저장되어 있는 구내 등록 단말(구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단말)의 IMSI값과 비교하게 된다.

비교 결과, 해당 단말의 IMSI값이 구내 EV-DO 무선망(200)에 등록된 IMSI값일 경우엔 정상적으로 호 처리 과정이 수행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말쪽으로 그 다음 단계의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 구내 단말을 인증하는 것

이다.

상기한 동작과 상응하는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 처리 방법에 있어서, 구내 EV-DO

무선망(200)내에서의 호 처리 및 단말의 인증 방법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사설망내에서 최초 호 접

속시 사설망과 공중망과의 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도 2과정 이후(구내 EV-DO 무선망 최초 호 접속 시도

후)의 구내 EV-DO 무선망(200)내에서 호 재 접속시 호 처리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내 EV-DO 무선망(200)내에 진입한 무선 단말 AT(210)가 구내 EV-DO 무선망(200)에

최초 호 접속 요청이 있는 경우, 무선 단말 AT(210)는 구내 ANTS(220)로 구내 EV-DO 무선망(200) 접속을 요구하기 위

한 요구 신호를 전송한다(S101).

구내 ANTS(220)는 AT(210)로부터 전송된 구내망 접속 요구 신호를 라우터(225)를 통해 구내 pANC(230)로 라우팅한다

(S102, S103).

구내 pANC(230)는 라우터(225)를 통해 라우팅된 AT(210)의 구내망 접속 요구신호에 따라 구내 pDLR(240)에 구내망 접

속에 필요한 세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션 정보 요구 신호를 제공한다(S104). 그러나, 구내 pDLR(240)에는 해당 AT

(210)가 최초로 접속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해당 AT(210)에 대한 세션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게 된다.

기존의 DLR 호 처리에서 DLR내부에 해당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중 ANC(130)에 세션 정보

가 존재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새로운 세션을 열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내 EV-DO 무선망

(200)에서는 AT(210)에게 부여된 공중망 세션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내 EV-DO 무선망(200)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호 처리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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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내 pDLR(240)은 해당 단말 AT(210)에 대한 세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pANC

(230)로부터 수신한 세션 정보 요구 메시지를 그대로 공중망 DLR(160)로 전송하게 된다(S105).

공중망 DLR(160)은 구내 pDLR(240)로부터 전송된 세션 정보 요구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망 접속

을 요구한 해당 단말 AT(210)의 세션 정보를 검색하여 구내 pDLR(240)로 전송한다(S106).

pDLR(240)은 공중망 DLR(160)로부터 수신한 접속 요구 단말 AT(210)의 세션 정보를 수신하여 수신된 세션 정보내에 포

함된 IMSI 정보를 이용하여 AT(210)의 인증을 수행한 후, 인증이 완료되면, 수신된 AT(210)의 세션 정보를 자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 후, 해당 세션 정보를 구내 pANC(230)로 제공한다(S107). 즉, pDLR(24)은 공중망 DLR(160)로부터 수

신한 AT(210)의 세션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세션 정보로부터 IMSI값을 추출해 낸 후, 미리 저장되

어 있던 구내 등록 단말들의 IMSI값들과 각각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해당 IMSI값이 구내 등록 단말의 IMSI일 경우에

는 구내 pDLR(240)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공중망 DLR(160)로부터 수신한 세션 정보를 저장하고, 나머지 호 처리 과

정을 실시하지만, 동일한 IMSI 값이 pDLR(240) 내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내 EV-DO 무선망(200)에 등록되지 않

은 AT(210)라고 판단하여 공중망 DLR(160)로부터 수신한 세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호 처리 과정을 중

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구내 EV-DO 무선망(200)미등록 AT(210)에 대해서는 접속 초기부터 호 처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상기에서와 같이, S107 단계에서, 공중망 DLR(160)로부터 수신한 세션 정보내의 IMSI값이 구내 pDLR(240)내에 저장된

구내 등록 AT들의 IMSI중 일치하는 IMSI값이 존재하는 경우, 즉, 해당 AT(210)가 구내 EV-DO 무선망(200)에 등록된 단

말인 경우, 구내 pANC(230)는 구내 pDLR(240)로부터 전송된 접속 요구 단말 AT(210)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

말 AT(210)에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여 할당된 채널을 통해 단말 AT(210)와의 호 접속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S108).

이와 같이 할당된 채널을 통해 호 접속이 이루어지면, 구내 pANC(230)는 해당 단말 AT(210)를 구내 pPDSN(260)에 등

록하여 인터라넷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S109).

이와 같이 구내 EV-DO 무선망(200)으로 진입한 단말 AT(210)의 최초 호 접속이 이루어진 후, 다시 호 접속이 이루어진

경우 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첨부한 도 3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구내 EV-DO 무선망(200)내에 진입한 무선 단말 AT(210)가 구내 EV-DO 무선망(200)에 재 접속 요청이 있는 경우,

무선 단말 AT(210)는 구내 ANTS(220)로 구내 EV-DO 무선망(200) 접속을 요구하기 위한 요구 신호를 전송한다(S201).

구내 ANTS(220)는 AT(210)로부터 전송된 구내망 접속 요구 신호를 라우터(225)를 통해 구내 pANC(230)로 라우팅한다

(S202, S203).

구내 pANC(230)는 라우터(225)를 통해 라우팅된 AT(210)의 구내망 접속 요구신호에 따라 구내 pDLR(240)에 구내망 접

속에 필요한 세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션 정보 요구 신호를 제공한다(S204).

pDLR(240)은 pANC(230)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단말 AT(210)의 세션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세

션 정보를 pANC(230)로 전송하게 된다(S205).

따라서, 구내 pANC(230)는 구내 pDLR(240)로부터 전송된 접속 요구 단말 AT(210)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

AT(210)에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여 할당된 채널을 통해 단말 AT(210)와의 호 접속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S206).

이와 같이 할당된 채널을 통해 호 접속이 이루어지면, 구내 pANC(230)는 해당 단말 AT(210)를 구내 pPDSN(260)에 등

록하여 인터라넷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S207).

결국, 구내 EV-DO 무선망(200)에 진입한 단말 AT(210)가 최초 호 접속 후 재 접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호 처리 과정은

도 2의 과정과 거의 유사하나, 다른 부분은 이미 해당 단말 AT(210)의 세션 정보가 구내 pDLR(240)에 저장되어 있기 때

문에 세션 정보를 다시 공중망 DLR(160)로 요구할 필요 없이 구내 EV-DO 무선망(200)내 pDLR(240)에 저장된 세션 정

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해당 AT(210)의 인증과정은 최초 호 접속시 인증 과정을 거친 상태

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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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도 2와 도 3에 도시된 호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첨부한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를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내 EV-DO 무선망내에 진입한 무선 단말 AT가 구내 EV-DO 무선망에 호 접속 요청이

있는 경우, 무선 단말 AT는 구내 ANTS로 구내 EV-DO 무선망 접속을 요구하기 위한 요구 신호를 전송한다(S301).

구내 ANTS는 AT로부터 전송된 구내망 접속 요구 신호를 라우터를 통해 구내 pANC로 라우팅한다(S302).

구내 pANC는 ANTS를 통해 접속한 호 접속 신호가 구내 EV-DO 무선망 접속을 위한 호 신호인지 아니면 공중 EV-DO

무선망 접속 호 접속 신호인지를 판단한다(S303). 여기서, AT로부터의 접속 호가 구내 EV-DO 무선망 접속호인지 공중

EV-DO 무선망 접속호인지의 판단은 AT로부터 전송되는 호 접속 요구신호에 포함된 식별자(UATI)에 의해 판단한다.

판단 결과, 호 접속 신호가 공중 EV-DO 무선망 접속 호 신호인 경우, 해당 호 접속 요구신호를 공중망 ANC로 라우팅하여

공중 EV-DO 무선망에서 해당 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S304).

그러나, AT의 호 접속 요구 신호가 구내 EV-DO 무선망 접속 요구 신호인 경우, 구내 pANC는 라우터를 통해 라우팅된

AT의 구내망 접속 요구신호에 따라 구내 pDLR에 구내망 접속에 필요한 세션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세션 정보 요구 신호

를 제공한다(S305).

구내 pDLR은 구내 pANC로부터 요구된 호 접속 요구 단말 AT에 대한 세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등록)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S306).

판단 결과, 구내 pDLR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요구한 해당 AT의 세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최초로 구내 EV-

DO 무선망에 접속을 시도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구내 pDLR은 공중 EV-DO 무선망의 공중 DLR에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

를 요구한다(S307). 즉, 구내 pDLR에는 해당 AT가 최초로 접속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해당 AT에 대한 세션 정보를 저장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AT의 세션 정보를 공중 DLR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어, 공중망 DLR은 구내 pDLR로부터 전송된 세션 정보 요구 메시지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망 접속을 요

구한 해당 AT의 세션 정보를 검색하여 구내 pDLR로 전송한다(S308).

pDLR은 공중망 DLR로부터 수신한 접속 요구 단말 AT의 세션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 인증 정

보 즉, IMSI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S309).

이어, pDLR은 상기 추출한 해당 AT의 IMSI 정보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구내망 등록 AT들의 IMSI 정보들과 각

각 비교하여 해당 IMSI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S310).

판단 결과, 접속 AT의 IMSI가 pDLR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IMSI가 아닌 경우에는 호 처리의 진행을 중지하고, 호 처리

중지에 대한 메시지를 해당 AT에 전송한다.

그러나, 상기 판단결과, 접속 AT의 IMSI가 pDLR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IMSI인 경우에는 해당 AT가 구내 EV-DO 무선

망에 등록된 AT라고 판단하여 상기 공중망 DLR로부터 전송된 세션 정보를 pDLR의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후(S311), 해당

세션 정보를 구내 pANC로 전송한다(S312).

따라서, 구내 pANC는 구내 pDLR로부터 전송된 접속 요구 AT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 AT와의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고 서비스를 설정한 후, 구내 EV-DO 무선망의 pPDSN에 등록 및 접속하여 해당 AT가 요구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S313, S314).

한편, 상기 S306 단계에서, 구내 pDLR의 데이터베이스에 구내 pANC로부터 요구된 호 접속 요구 AT에 대한 세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즉, 해당 단말이 적어도 2회 이상 구내 EV-DO 무선망에 호 접속을 수행한 경우, 구내 pDLR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AT의 세션 정보를 구내 pANC로 전송하게 된다(S312). 여기서, 구내 EV-DO 무선망에 AT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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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접속시 해당 AT에 대한 세션 정보를 공중 DLR로부터 수신하여 구내 pDLR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후의 호 접속시에는

해당 AT의 세션 정보를 다시 공중 DLR로 수신하지 않고 구내 pDLR에 저장된 해당 AT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구내 EV-

DO 무선망 자체적으로 호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내 pANC는 구내 pDLR로부터 전송된 접속 요구 단말 AT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 AT와의 트래픽 채

널을 할당하고 접속에 필요한 호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S313, S314).

결국,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은, 구내 EV-DO 무선망

내에 구내망 진입 단말의 인증 및 호 처리를 담당하기 위한 구내 pDLR을 설치하여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이

최초 호 접속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공중 EV-DO 망의 DLR로부터 수신한 후 구내 pDLR내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호 처리 및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증에 있어서는 구내 EV-DO 무선망에 별도의 AN_AAA를 구비하지 않고 상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의

IMSI를 추출하여 추출된 IMSI가 구내 EV-DO 무선망의 pDLR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단말의

인증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내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적어도 2회 이상 호 접속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과정없이 구내 pDLR 내

부에 저장된 해당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사설 무선 고속 데이터 시스템에서 단말기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은 호 처리에

필수적인 세션 정보를 최초 호 접속시 공중망 DLR 로부터 확보한 후, 이후의 호 처리는 구내망 DLR에 의해 처리될 수 있

기 때문에 구내 EV-DO 무선망 구성에 따라 공중망 DLR쪽에 불필요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구내 DLR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능 즉, 세션 설정 및 해제에 관련된 기능은 공중망 DLR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기능

만 구내 DLR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구내 DLR 장치 구성시 저용량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 재료비 절감의 효

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내 pDLR만으로 DLR 기능 및 단말 구내 인증 기능을 동시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별도의 AN_AAA 서버의 구입

없이 구내 단말 인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의 전체 재료비 및 별도의 서버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DLR(Data Location Registe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에 연동되어 구내 EV-DO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최초 호 접속 요구 신호가 수신되면,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 요구신호를 상

기 공중 EV-DO 무선망내의 DLR로 전송하고, 상기 세션 정보 요구신호에 따라 상기 공중망 DLR로부터 수신한 상기 최초

호 접속 요구 단말의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의 인증 정보를 추출하여 추출된 인증 정보에 따라 해당 단말의 구내 EV-DO

무선망 등록 여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수신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저장한 후, 해당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호 처리를 수행하는 세션 정보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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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증 정보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를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정보 처리 수단은,

상기 공중 EV-DO 무선망의 DLR과 전용선으로 연결 구성된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

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정보 처리 수단은,

상기 단말의 호 접속 요구 신호가 적어도 2회 이상의 재 접속 요구 신호인 경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공중 EV-DO 무

선망의 공중 DLR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별도의 단말 인증 과정을 수행없이 최초 호 접속 요구신호 수

신시 저장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DLR(Data Location Registe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과 연동되는 구내 pDLR(Private Data Location

Register), 구내 ANTS(Access Network Transceiver System), pANC(구내 제어국: Private Access Network

Control)을 포함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의 호 처리 및 단말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ANTS는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전송된 호 접속 요구 신호를 상기 pANC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pANC는, 상기 ANTS로부터 전송되는 호 접속 요구 신호에 따라 해당 단말의 호 처리를 위한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

기 pDLR로 요구하는 단계;

상기 pDLR은 상기 pANC로부터 요구된 세션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구내 EV-DO 무선망 접속호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의

DLR로 요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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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DLR은 상기 세션 정보 요구에 따라 수신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에 포함된 인증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인증정

보에 따라 해당 단말의 구내 인증을 수행하여 해당 단말이 구내에 등록된 단말인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

를 저장한 후 해당 세션 정보를 상기 pANC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pANC는 상기 pDLR로부터 전송되는 단말의 세션 정보에 따라 해당 단말기의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채널을

통해 호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호 접속 요구신호를 상기 구내 제어국으로 전송하는 단계에서, 상기 ANTS는 상기 구내 기지국으로 호 접속 요구 신

호 전송시 상기 호 접속 요구 신호가 공중 EV-DO 무선망에 접속하기 위한 호 접속 요구신호인지, 구내 EV-DO 무선망에

접속하기 위한 호 접속 요구신호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임시 식별자 정보를 상기 호 접속 요구신호에 부가하여 전송하는 공

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pDLR로 요구하는 단계에서 상기 pANC는 상기 ANTS로부터 전송되는 호 접속 요구 신호

에 포함된 임시 식별자 정보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호 접속 요구 신호를 공중 EV-DO 무선망 또는 상기 구내

EV-DO 무선망의 pDLR로 선택적으로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의 DLR로 요구하는 단계에서, pDLR은 pANC로부터 요구된 세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단말의 호 접속이 최초의 호 접속이 아닌 적어도 2회 이상의 접속호로 판단하여 별도의

단말의 인증 없이 상기 저장된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pANC로 제공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를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3.

DL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의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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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구내 EV-DO 무선망 호 접속 요구 신호가 수신되면, 해당 단말에 대한 세션 정

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결과,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말의 구내 인증 및 호 처리를 위한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 내에 위치한 DLR로 요구하는 단계;

상기 DLR로부터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가 수신되면, 수신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에 포함된 단말의 인증 정보를 추출하

는 단계;

상기 추출된 단말의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단말의 구내 EV-DO 무선망 등록 여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의 구내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해당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해당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단말의 접속호가 적어도 2회 이상의 접속호인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단말의 구내 인증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를 이용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는 공

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정보는 IMSI(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를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서 단말 인증 및 호 처리 방법.

청구항 16.

DLR(Data Location Registe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 시스템에 연동되어 구내 EV-DO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구내 EV-DO 무선망에 진입한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호 접속 요구신호를 중계하는 ANTS;

상기 ANTS로부터 중계되는 호 접속 요구신호가 최초 호 접속 요구 신호인 경우, 상기 단말에 대한 세션 정보 요구신호를

발생하고, 세션 정보 요구신호에 상응하는 세션 정보에 따라 상기 최초 호 접속 요구 단말과의 트래픽 채널을 할당하여 호

처리를 수행하는 pANC;

상기 pANC로부터 발생된 해당 단말의 세션 정보 요구신호를 상기 공중 EV-DO 무선망내의 DLR로 전송하고, 상기 세션

정보 요구신호에 따라 상기 공중망 DLR로부터 수신한 상기 최초 호 접속 요구 단말의 세션 정보로부터 상기 단말의 구내

인증을 위한 IMSI 정보를 추출하여 추출된 IMSI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구내 EV-DO 무선망 등록 여부에 대한 인증

을 수행한 후, 상기 단말의 재 접속 시 호 처리 및 인증을 위해 상기 수신된 세션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세션 정보를 상기

pANC로 제공하는 pDLR을 포함하는 공중 EV-DO 무선망과 연동되는 구내 EV-DO 무선망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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