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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MT로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 처리를 제어하는 MSC와 AP의

IP 주소가 포함된 가입자 정보를 등록 받는 HLR이 구비된 이동통신망과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AP와

VoIP 게이트웨이(AGW, WSS/MGW)가 구비된 무선랜이 연결된 통신 시스템에서, 먼저 상기 가입자 정보는 HLR에 등록

되고, 이동통신망에 접속된 MT가 무선랜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MT는 MSC로 핸드 오프를 요청한다. 그리고 HLR은 상기

가입자 정보를 VoIP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고, VoIP 게이트웨이는 AP로 MT에 대한 소정 선인증 정보를 전송하여 MT의

가입자 인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AP는 MT의 무선랜 접속을 위한 IP 주소와 채널을 할당하고, MT와 AP 그리고 VoIP

게이트웨이 간에는 MT의 VoIP 음성 서비스를 위한 세션 연결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으로부터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으로의 통화 중단 없는 핸드 오

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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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핸드 오프, 이동통신망, WLAN, VoIP, 게이트웨이, WSS, 선인증, 회선, 음성 서비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VoIP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의 망 구성을 간략히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의 망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종망 간의 핸드 오프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망과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선 기반(Circuit Switched)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은 그 통신 방법에 따라 정해진 주파수 대

역을 다수의 채널로 구분하여 가입자 마다 할당된 주파수 채널을 사용하는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 FDMA)과, 하나의 주파수 채널을 다수의 가입자가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TDMA)과, 다수의 가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동일한 시간대에 사용하되 가

입자마다 다른 부호를 할당하여 통신을 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이하, "CDMA")

등으로 구분된다.

상기한 이동통신망은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일반적인 음성 서비스는 물론 이동 단말로 이메일이나 정지 영상은

물론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성 서

비스와 패킷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이른바 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기 방식의 CDMA

2000 1x, 고속의 패킷 전송이 가능한 1x EV-DO(Evolution Data Only), EV-DV(Evolution of Data and Voice)와, 비동

기 방식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s) 등이 있다.

기존 데이터 전달 방법에서 음성 서비스는 공중교환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PSTN)과 같은 회선망

(Circuit Switched Network)을 통해 제공되고, 패킷 서비스는 IP(Internet Protocol) 망인 인터넷(Internet)/패킷데이터

망(Public Serving Data Network : PSDN)을 통해 제공되었으나 IP 망을 통해서도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기

술이 잘 알려진 VoIP이다. 상기 VoIP는 인터넷과 같은 IP 망의 발달과 회선망의 56kbps 음성 대역폭을 극복하여 고품질

의 음성 통화가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료만으로 저렴하게 국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각종 응용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점에 의해 그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VoIP 서비스는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나 유선망을 통해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무선랜(Wireless Local Area

Network : WLAN)을 통해서도 제공됨에 셀룰러 폰 등 이동 단말을 통해서도 VoIP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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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 1은 종래 VoIP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의 망 구성을 간략히 나타낸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에서 이동

단말(Mobile Terminal : 이하, MT)(110)은 회선망과 패킷망에 접속함은 물론 억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이하,

AP)(120)를 통해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는 듀얼 모드 단말이다.

상기 MT(110)은 이용자의 아날로그 음성을 예컨대, 펄스 부호 변조(Pulse Code Modulation : PCM)하고 압축한 후, 무선

랜 규격에 맞는 음성 패킷으로 변환하여 AP(120)로 전송하고, AP(120)는 수신된 음성 패킷을 IP 망(1)을 통해 VoIP 게이

트웨이(130)로 전달한다. 상기 VoIP 게이트웨이(130)는 IP 망(1)과 PSTN(2) 사이에서 음성 신호 전송을 위한 각종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고, 데이터 변환을 수행한다. 즉 상기 VoIP 게이트웨이(130)는 AP(120)로부터 수신된 음성 패킷을

PSTN(2)에 적합한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PSTN(2)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PSTN(2)을 통해 수신된 통화 상대방의 음성 신

호는 상기한 과정의 역으로 신호 변환되어 무선랜에 접속된 MT(110)로 전달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듀얼 모드로 동작되는 MT(110)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셀룰러 방식의 이동통신망은 물론 패킷망인

무선랜을 통해서도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MT(110)의 이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망 또는 무

선랜 내에서의 통상적인 핸드 오프는 가능하지만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음성 서비스를 위한 이종망 간의 핸드 오프

는 고려되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무선랜 환경을

예상하였을 때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특히 음성 서비스의 특성 상 핸드 오프 시

발생되는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중단 없는(Seamless) 핸드 오프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 연속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핸드 오프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은 이동 단

말로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 처리를 제어하는 이동 교환기와 가입자 정보를 등록 받는 홈 위치 등록기

가 구비된 이동통신망과 보이스 오브 아이피(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억세스 포인트와 VoIP 게이트웨이

가 구비된 무선랜 간의 핸드 오프 방법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 포인트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상기 홈 위치 등록기

에 등록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무선랜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상기 이동 교환

기로 핸드 오프를 요청하는 제2 과정과, 상기 홈 위치 등록기가 상기 억세스 포인트의 IP 주소가 포함된 상기 가입자 정보

를 상기 VoIP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제3 과정과, 상기 VoIP 게이트웨이가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소정 선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의 가입자 인증이 이루어지는 제4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의 무선랜 접속을

위한 IP 주소와 채널을 할당하는 제5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의 VoIP 음성 서비스를 위한 세션을 설정하는 제6 과정을 포

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은 이동

단말로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보이스 오브 아이피(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

선랜 간의 핸드 오프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망은 상기 무선랜에서 상기 이동 단말이 접속되는 억세스 포인트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포함된 소정 가입자 정보가 등록된 홈 위치 등록기와,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 오프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무선랜의 VoIP 게이트웨이로 상기 이동 단말의 핸드 오프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VoIP 게이트

웨이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의 채널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로 전달하는 이동 교환기를 구비하고, 상기 무선랜은

상기 VoIP 게이트웨이로 자신의 IP 주소 등록을 요청하고 상기 이동 단말의 IP 주소와 무선랜 채널을 할당하는 상기 억세

스 포인트와, 상기 이동 교환기로부터 상기 핸드 오프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상기 홈 위치 등록기로부터 상기 가입자 정보

를 전달받아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 상기 이동 단말의 선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의 무선랜 접속을 위한 세션

연결을 수행하는 VoIP 게이트웨이를 구비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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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의 망 구성을 나타낸 블록

구성도로서, 이는 셀룰러(Cellular) 망인 이동통신망과 무선랜의 접속을 모두 지원하는 듀얼 모드 단말(MT)(210)과,

MT(110)와 무선망을 통해 접속되어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MT(110)와 무선망을 통해 접속

되어 이동통신망의 셀 영역 내 위치되고, IP 망 접속 서비스는 물론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을 포함하

여 구성된다.

도 2의 설명에 앞서 본 발명의 전제 조건을 설명하면, MT(210)는 듀얼 모드 단말로서, 무선랜 서비스가 제공되는 댁내 지

역(Indoor)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셀룰러 기반의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Outdoor) 내에 위치된다. 그리고 이동통신

망의 HLR(250)에는 MT(210)의 서비스 개통 시 댁내 지역에서 사용되는 보코더 타입(Vocoder Type)이 미리 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억세스 게이트웨이(Access GateWay : AGW)(270)에는 MT(210)의 단말 전화 번호(Mobile Identification

Number : MIN)를 지원하는 후술할 무선 소프트 스위치(Wireless Soft Switch : 이하, WSS)의 IP 주소가 미리 규정되어

야 한다.

이하 도 2의 구성으로 된 시스템에서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간의 중단 없는 핸드 오프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본 발명의 망

구성 요소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의 MT(210)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경우 예컨대, CDMA 2000 1x 표준이나 UMTS 방식에 따라 동작되고, 무선랜

에 접속하는 경우 IEEE 802.1x 방식에 따라 동작된다. 도 2의 MT(210)는 이동통신망의 무선 접속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지국(Base Transceiver System : 이하, "BTS")(220)과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 이하, "BSC")(230)

를 통해 이동 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 : 이하, "MSC")(240)에 접속된다.

상기 MSC(240)는 PSTN(2)에 접속되고,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는 물론 이동통신망에서 무선랜으로의 핸드 오프 시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정보를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 이하, "HLR")(250)로부

터 다운로드받아 도시되지 않은 방문자 위치 등록기(Visitor Location Register : VLR)에 등록하고, MT(210)의 현재 위

치 정보를 참조하여 가입자에 대한 착/발신 등 호 처리와 호 설정 후, 음성 트래픽 전송을 중계한다. 그리고 상기

MSC(240)에는 후술할 WSS의 SS7(Signaling System 7) 신호점이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MT(210)의 핸드 오프 시 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HLR(250)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는 무선

랜 지역에서 MT(210)가 접속되는 억세스 포인트(Access Point : 이하, "AP")(260)의 IP 주소와 해당 무선랜 지역에서

MT(210)가 사용하는 보코더 타입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HLR(250)은 특정 MT(210)가 무선랜으로 핸드 오프를 수

행하는 경우 도시되지 않은 인증 서버(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 AAA)를 통한 가입자 인증이 이

루어지도록 AP(260)와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인증 처리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HLR(250)은 AP(260)의 초기 부팅 시 AP(260)로부터 상기 무선 소프트 스위치(WSS)를 경유하여 미리

전달된 AP(260)의 IP 주소를 미리 등록 및 저장한다.

또한 도 2의 MT(210)는 무선랜으로 핸드 오프 하는 경우 AP(260)를 통해 IP 망(1)에 접속되어 VoIP 음성 서비스 등 패킷

통신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AP(260)는 패킷 통신을 제어하는 억세스 포인트 제어기(Access Point Controller : 이하,

"APC")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상기 MT(210)는 VoIP 음성 서비스를 위해 세션(Session) 연결을 수행하는 무선 소프트 스위치(WSS)로부터 전달

된 호 설정 요구 메시지(SIP Invite message)를 수신하고, 상기 호 설정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

message)를 상기 무선 소프트 스위치(WSS)로 전송하는 IMS SIP 클라이언트를 구비한다.

상기 SIP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동통신망이나 PSTN(2) 등 다른 통신망의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에 접속되고,

가입자에게 IP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피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Internet Multimedia Subsystem : 이하

"IMS")에서 이용되는 세션 개시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AP(260)의 IP 주소를 WSS로 전달하는 AGW(270)와, MT(210)의 핸드 오프 시 이동통신망의

HLR(250)로부터 상기 가입자 정보를 전달받고, MT(210)의 가입자 인증을 미리 수행하기 위한 소정 선인증 정보를 상기

AP(260)으로 전송하는 WSS 및, 이동통신망 또는 PSTN(2)과 IP 망(1) 간의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

(Media GateWay : 이하, "MGW")는 상기 IMS 도메인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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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인증 정보는 UMTS 단말인 경우 MT(210)의 MAC 주소, 단말 식별 번호(IMSI), 단말 전화 번호(MIN) 및 가입자 식

별 번호(Subscriber Identity Module : SIM)을 포함하고, CDMA 단말인 경우 MT(210)의 MAC 주소, IMSI, MIN 및

MT(210)의 주소를 인터넷 도메인 형태로 나타낸 망 접속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 : NAI)를 포함한다.

도 2의 WSS/MGW(280)는 VoIP 음성 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 게이트웨이로 동작하는 상기 WSS와, 이동통신망의 음성

신호와 무선랜의 음성 패킷 간의 데이터 변환을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로 동작하는 상기 MGW를 함께 나타낸 것으로서,

상기 AGW(270)와 WSS/MGW(280)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간의 핸드 오프 서비스를 지원하는 VoIP 게이트웨이를 형성

한다.

상기한 구성에서, 이동통신망에서 무선랜 지역으로 이동한 MT(210)는 MSC(240)로 핸드 오프 요청을 하고, MSC(240)는

MT(210)로부터의 핸드 오프 요청을 IMS 도메인에 속한 WSS/MGW(280)로 전달한다. MT(210)의 핸드 오프 요청을 접

수한 WSS/MGW(280)는 이동통신망의 HLR(250)로부터 핸드 오프 요청이 있는 MT(210)가 접속된 AP(260)의 IP 주소와

보코더 타입 정보가 포함된 가입자 정보를 전달받는다.

그리고 WSS/MGW(280)는 해당 AP(260)와 IP 터널을 설정한 후, MT(210)의 선인증 정보를 AP(260)로 전달하고,

AP(260)는 상기 선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도시되지 않은 인증 서버(AAA)를 통해 HLR(250)와의 EAP 인증을 수행한다.

이후 AP(260)는 해당 MT(210)의 무선랜 접속을 위한 IP 주소를 할당하고, WSS/MGW(280)로 MT(210)가 사용할 수 있

는 채널 정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WSS/MGW(280)는 수신된 채널 정보를 MSC(240)로 전달하고, MSC(240)는 이동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인

MT(210)로 무선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MT(210)는 채널 정보를 수신한 후, WSS/

MGW(280)와 세션 연결을 설정하여 이동통신망에서 무선랜으로의 중단 없는 핸드 오프를 수행하게 된다.

즉 본 발명에서는 MT(210)의 핸드 오프 요구 시 상기 선인증 정보를 AP(260)로 미리 전송하여 MT(260)의 IP 할당과 채

널 할당 시 발생되는 인증 지연을 줄이고, MSC(240)를 통해 이동통신망에 접속 중인 MT(210)로 무선랜에서 이용 가능한

채널 정보를 전송함과 더불어 MT(210)에 대한 IP 할당을 수행한 후, MT(210)와 AP(260) 간의 연결 설정(Association)

을 수행하므로 이동통신망에서 무선랜으로의 핸드 오프 시 사용자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로서, 이하 도

2의 구성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핸드 오프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AP(260)가 이용하는 xDLS 모뎀(도시되지 않음)이 부팅된 경우 AP(260)와 AGW(270)은 PPP(Point To Point

Protocol)를 설정한다. PPP 설정이 이루어진 후, 301 과정에서 AP(260)는 AGW(270)로 자신의 IP 주소 등록 메시지를

전송한다. 한편 AP(260)는 자신이 서빙(Serving)하는 MT들의 단말 식별 번호(IMSI)와 단말 전화 번호(MIN) 등을 미리

저장하고, 상기 IP 주소 등록 메시지에 MT들의 단말 식별 번호(IMSI)와 단말 전화 번호(MIN) 등을 실어 함께 전송한다.

303 과정에서 AP(260)의 IP 주소 등록 메시지를 수신한 AGW(270)는 그 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다수의 MT들의 단말 식

별 번호(IMSI)와 단말 전화 번호(MIN) 등을 관리하는 WSS/MGW(280)로 해당 AP(260)의 IP 주소 등록 메시지를 전달하

고, 305 과정에서 WSS/MGW(280)는 수신된 IP 주소 등록 메시지를 HLR(250)로 다시 전달한다. 한편 상기한 과정에서는

AP(260)와 AGW(270) 간에 PPP 설정을 통해 AP(260)의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하였으나, AP(260)에 고정 IP를 할당하

여 PPP 설정 과정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307 과정에서 HLR(250)은 WSS/MGW(280)로부터 수신된 AP(260)의 IP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AP(260)의

IP 주소를 MT(210)의 서비스 개시 시 등록된 보코더 타입 정보와 함께 가입자 정보로 등록 및 저장한다. 이후 309 과정에

서 이동통신망 영역에서 무선랜 영역으로 진입한 MT(210)가 있는 경우 MT(210)는 자신의 MAC 주소, 단말 전화 번호

(MIN), 가입자 식별 번호(SIM) 또는 망 접속 식별자(NAI)가 포함된 핸드 오프 요청 메시지를 MSC(240)로 전송한다.

그리고 311 과정에서 MSC(240)는 핸드 오프 요청이 있는 MT(210)의 MAC 주소, 단말 전화 번호(MIN), 단말 식별 번호

(IMSI)가 포함된 핸드 오프 메시지를 WSS/MGW(280)로 전송한다. 상기 311 과정에서 전송되는 핸드 오프 메시지는 예컨

대, MSC(240)의 하드 핸드 오프 시 사용되는 FACDIR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핸드 오프 메시지를 수신한 WSS/

MGW(280)는 단말 전화 번호(MIN)를 이용하여 HLR(250)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맵 오퍼레이션(MAP

operation)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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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13 과정에서 WSS/MGW(280)는 HLR(250)로 핸드 오프 요청이 있는 MT(210)의 가입자 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315 과정에서 HLR(250)은 WSS/MGW(280)로 해당 AP(2260)의 IP 주소와 MT(210)의 보코더 타입이 포함된 가입자 정

보를 전송하고, WSS/MGW(280)는 수신된 가입자 정보를 저장한 후, 이후 VoIP 호의 서비스 제어(Service Control)를 수

행하게 된다. 그리고 317 과정에서 가입자 정보를 전달받은 WSS/MGW(280)는 MT(210)의 무선랜 접속 인증을 미리 수

행하기 위해 MT(210)가 속하는 AP(260)와 IP 터널을 설정한 후, 319 과정에서 MT(210)의 무선랜 접속 인증을 위한 소

정 선인증 정보를 해당 AP(26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선인증 정보는 MT(210)가 UMTS 단말인 경우 MAC 주소, 단말 식별 번호(IMSI), 단말 전화 번호(MIN) 및 가

입자 식별 번호(SIM)을 포함하고, CDMA 단말인 경우 MAC 주소, 단말 식별 번호(IMSI), 단말 전화 번호(MIN) 및 망 접속

식별자(NAI)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와 같이 MT(210)에 대한 IP 할당 및 채널 할당 전에 상기 선인증 정보를 AP(250)로

전송하면, MT(210)가 무선랜으로 접속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후 321, 323 과정에서 AP(260)는 인증 서버(AAA)를 경유하여 HLR(250)과 MT(210)의 무선랜 접속을 위한 EAP 인증

을 수행하고, EAP 인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325 과정에 따라 AP(260)는 해당 MT(210)의 IP 주소를 할당한다.

327 과정에서 상기 EAP 인증을 수행한 AP(260)는 단말 식별 번호(IMSI), 단말 전화 번호(MIN), MT(210)의 IP 주소 및

MT(210)가 이용가능 한 채널 정보가 포함된 소정 인증 응답 메시지를 WSS/MGW(280)로 전달한다.

그리고 329 과정에서 WSS/MGW(280)는 상기 인증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채널 정보를 추출하여 MSC(240)로 전달하고,

331 과정에서 AP(260)로 호 설정 요구 메시지(SIP Invite message)를 전송하여 MT(210)의 무선랜 접속을 위한 세션 연

결을 요청한다. 한편 상기 329 과정에서 핸드 오프 대상 MT(210)의 채널 정보를 수신한 MSC(240)는 MT(210)로 수신된

채널 정보가 포함된 핸드 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335 과정에서 MT(210)는 무선랜으로 접속되도록 AP(260)와 연결 설정(Association)을 수행하고, 337 과정에서

AP(260)는 WSS/MGW(280)의 호 설정 요구 메시지(SIP Invite message) 전송 이후 유지되고 있는 SIP 세션 정보를 이용

하여 MT(210)로 호 설정 요구 메시지(SIP Invite message)를 전송하여 무선랜으로의 호 설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339 과

정에서 MT(210)는 상기 331 과정에 따른 호 설정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200 OK message)를 WSS/

MGW(280)로 전송하고, 341 과정에서 WSS/MGW(280)은 해당 MT(210)로 확인 메시지(ACK)를 전송한다.

그리고 343, 345 과정과 같이 MT(210)와 MSC(240)는 WSS/MGW(280)를 매개하여 VoIP 기반의 음성 통화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343 과정에서 전송되는 음성 트래픽은 예컨대, IP 망(1)을 통해 전송되는 음성 패킷이고, 345 과정에서 전송되

는 음성 트래픽은 예컨대, PCM 방식으로 전송되는 음성 신호이다. 여기서 WSS/MGW(280)는 이동통신망의 음성 신호를

음성 패킷으로 변환하여 무선랜으로 전송하고, 무선랜의 음성 패킷을 PCM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이동통신망으로 전송한

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으로부터 VoIP 기반의 음성 서

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으로의 통화 중단 없는 핸드 오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랜으로 핸드 오프 하는 이동 단말의 선인증 정보를 무선랜의 억세스 포인트에 제공함으로써

이동 단말의 무선랜 접속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장 등 홈(Home) 망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망으로부터의 핸드 오

프가 가능한 SIP 기반의 VoIP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단말로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호 처리를 제어하는 이동 교환기와 가입자 정보를 등록 받는 홈 위치

등록기가 구비된 이동통신망과 보이스 오브 아이피(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억세스 포인트와 VoIP 게이

트웨이가 구비된 무선랜 간의 핸드 오프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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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억세스 포인트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포함된 가입자 정보를 상기 홈 위치 등록기에 등록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이동통신망에 접속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무선랜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상기 이동 교환기로 핸드 오프를 요청하는

제2 과정과,

상기 홈 위치 등록기가 상기 가입자 정보를 상기 VoIP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제3 과정과,

상기 VoIP 게이트웨이가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소정 선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의 가

입자 인증이 이루어지는 제4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의 무선랜 접속을 위한 IP 주소와 채널을 할당하는 제5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의 VoIP 음성 서비스를 위한 세션을 설정하는 제6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

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의 보코더 타입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인증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의 맥 주소, 단말 식별 번호, 단말 전화 번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서 있어서,

상기 선인증 정보는 가입자 식별 번호(Subscriber Identity Module : SIM)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

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선인증 정보는 망 접속 식별자(Network Access Identifier : NAI)를 추가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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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4 과정은 상기 억세스 포인트가 인증 서버를 통해 상기 홈 위치 등록기와 상기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5 과정에서 상기 이동 단말의 IP 주소는 상기 가입자 인증에 따라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부터 상기 VoIP 게이트웨

이로 전송되는 소정 인증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5 과정은 상기 억세스 포인트가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IP 주소를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억세스 포인트가 상기 VoIP 게이트웨이로 상기 채널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VoIP 게이트웨이가 상기 이동 교환기로 상기 채널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교환기가 상기 이동 단말로 상기 채널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추가로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9.

이동 단말로 회선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과 보이스 오브 아이피(VoIP)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

는 무선랜 간의 핸드 오프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망은 상기 무선랜에서 상기 이동 단말이 접속되는 억세스 포인트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포함된 소

정 가입자 정보가 등록된 홈 위치 등록기와,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 오프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무선랜의 VoIP

게이트웨이로 상기 이동 단말의 핸드 오프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VoIP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의 채널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 단말로 전달하는 이동 교환기를 구비하고,

상기 무선랜은 상기 VoIP 게이트웨이로 자신의 IP 주소 등록을 요청하고 상기 이동 단말의 IP 주소와 무선랜 채널을 할당

하는 상기 억세스 포인트와, 상기 이동 교환기로부터 상기 핸드 오프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상기 홈 위치 등록기로부터 상

기 가입자 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 상기 이동 단말의 선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의 무선랜 접

속을 위한 세션 연결을 수행하는 VoIP 게이트웨이를 구비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VoIP 게이트웨이는 상기 억세스 포인트의 IP 주소를 상기 홈 위치 등록기로 전달하는 억세스 게이트웨이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

공개특허 10-2006-0003296

- 8 -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VoIP 게이트웨이는 상기 이동 단말의 핸드 오프 시 상기 홈 위치 등록기로부터 상기 가입자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억

세스 포인트로 상기 선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 상기 세션 연결을 요청하는 무선 소프트 스위치를 포함

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VoIP 게이트웨이는 상기 이동통신망의 음성 신호와 상기 무선랜의 음성 패킷 간의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정보는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부터 상기 VoIP 게이트웨이 및 상기 이동 교환기를 경유하여 상기 이동 단말로 전

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선인증 정보는 상기 이동 단말의 맥 주소, 단말 식별 번호, 단말 전화 번호를 포함하고, 상기 억세스 포인트는 상기 이

동 단말의 선인증 정보 수신과 상기 선인증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인증을 수행한 후, 상기 이동 단말의 IP 주소 및 채널 할

당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무선랜 사이의 핸드 오프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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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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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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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공개특허 10-2006-0003296

- 12 -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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