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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선 단말이 무선 기지국 사이를 핸드오버할 때에 무선 기지국 제어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이 순간차단되는 시

간을 단축 가능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을 제공한다. 무선 단말(1)의 핸드오버 전에 접속하고 있던 AP(#1)(2a)가, 핸드

오버 후에 접속 예정의 AP(#2)(2b)에 통신 콘텍스트를 무선 단말(1)의 핸드오버 전에 미리 직접 전송한다. 무선 단말(1)이

핸드오버할 때, 접속 예정처인 AP(#2)(2b)에는 무선 단말(1)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이미 보존하고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핸드오버, 무선 단말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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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무선 기지국 및 그것들에 이용하는 핸드오버 제어 방법 및 그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

로, 특히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무선 단말의 고속 핸드오버 지원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근래, 장치 비용의 저하 등에 의해, IEEE8O2.11 표준화 단체에서 표준화된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이 널

리 이용되고 있다.

기업 네트워크나 가정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옥외에 복수의 AP(Access Point : 무선 기지국)를 설치하고, 국

소적으로 셀 전개(展開)를 행함에 의해, 무선 접속에 의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도 등장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국소적으로라도 셀 전개된 에어리어에서는, 무선 단말이 이동한 경우에도, 접속처의 AP를 변경함으로써, 통신

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하, 이 무선 단말의 이동에 수반하여 접속처의 AP를 변경하고, 통신을 계속 이

용하는 것을 핸드오버라고 부른다.

한편, 무선을 이용하여 공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저가 송신하는 데이터의 도청이나 부정한 액세스를 막는 것이 극

히 중요하고, 그를 위해 액세스 시작시에 무선 단말의 인증(초기 인증)이나 정기적인 무선 단말의 인증(재인증), 키에 의한

데이터의 암호화와 정기적인 암호화 키의 교환이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무선 단말이 AP 사이를 핸드오버하는 경우, 새로운 접속처의 AP에서도 무선 단말의 인증이나 암호화 키의 교환을

행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의 송수신을 재개하는데 시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IEEE802.11에서는 IAPP(Inter Access

Point Protocol)라고 불리는, 핸드오버 전에 접속하고 있던 oAP(old AP)와 무선 단말과의 사이에서 확립한 통신 콘텍스트

를, 핸드오버 후에 접속하는 nAP(new AP)에 전송하는 프로토롤의 검토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nAP에서 통신 콘텍스트를 재이용함으로써 무선 단말은 핸드오버 후에도 급속하게 데이터의 송

수신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IAPP는 무선 단말이 자력으로 접속 가능한 AP를 탐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무선

단말이 접속 가능한 AP를 검출하면, 무선 단말이 접속 요구를 nAP에 보내고, 접속 요구를 수신한 nAP가 oAP에 대해 통신

콘텍스트의 전송을 요구한다.

한편, W-CDMA(Wideband-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 등의 셀룰러 시스템에 있어서도, 무선 단말의 핸드

오버할 때에, 망측(網側)의 노드 사이에서 통신 콘텍스트의 전송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 경우, AP의 상류에 위치하는 AP

제어국, 또는 AP 제어국의 더욱 상류에 위치하는 코어 노드가 중개하는 형태로 통신 콘텍스트가 전송되고 있다.

상술한 종래의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에서는, nAP가 무선 단말로부터 접속 요구를 수신한 후, oAP에 대해 통신 콘텍스

트의 전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의 순간차단 시간이 길다.

또한, 종래의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에서는, AP의 상위에 위치하는 AP 제어국을 통하여 통신 콘텍스트의 전송을 행하는

경우, AP 제어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통신 콘텍스트의 전송을 할 수 없다.

또한, IAPP에서는, 무선 단말에 관한 다른 종별(種別)의 정보를 복수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플로우마다의

QoS(Quality of Service) 정보 등의 하나의 무선 단말당 복수 존재하는 통신 콘텍스트 정보를 전송할 수가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무선 단말이 무선 기지국 사이를 핸드오버할 때에 무선 기지국 제어국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이 순간차단되는 시간를 단축할 수 있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무선 기지국 및 그것들에 이

용하는 핸드오버 제어 방법 및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 단말이 무선 기지국 사이를 핸드오버할 때에 무선 단말당 복수 존재하는 통신 콘텍스트

를 무선 기지국 사이에서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무선 기지국 및 그것들에 이용하는 핸드오버 제어 방법

및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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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은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상기 무선 기지국과 통신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하는 무선 기지국을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무선 단

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다른 무선 기지국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

을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 각각에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은 상기한 구성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가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

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무선 기지국은, 무선 단말과 통신 가능한 무선 기지국이고,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처를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

후의 다른 접속처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무선 기지국은, 상기한 구성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가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로 구

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핸드오버 제어 방법은,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상기 무선 기지국과 통신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하는 무선 기지국을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해당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다른 무선 기지국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스텝을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 각각에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핸드오버 제어 방법은, 상기한 스텝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가,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핸드오버 제어 방법의 프로그램은,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상기 무선 기지국과 통신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

함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제어 방법의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에,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하는 무선 기

지국을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해당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

속되는 다른 무선 기지국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처리를 실행시키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다른 핸드오버 제어 방법의 프로그램은, 상기 컴퓨터에 상기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처리를 실행시킬

때에,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로 구성하는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시키고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은,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하기 전에, 접속중의 무선 기지국[이하, AP(Access

Point)라고 한다]에 핸드오버 후에 접속 예정의 AP를 통지하고, 접속중의 AP가 접속 예정처의 AP에 통신 콘텍스트를 직

접 전송하고, 핸드오버 후에 접속 예정의 AP가 전송된 통신 콘텍스트를 재이용하고 있다.

이로써, 본 발명에서는, 무선 단말이 AP 사이를 핸드오버할 때에, AP의 상류에 위치하는 AP 제어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도, 통신 불능한 상태의 시간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다른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은 전송하는 통신 콘텍스트를 무선 단말에 관한 종별이 다른 복수의 콘텍스트 정

보와, 콘텍스트 정보 식별자로 구성하고, 콘텍스트 정보를 동종별(同種別)의 복수의 서브콘텍스트 정보와 서브콘텍스트 정

보 식별자로 구성하고 있다.

이로써, 본 발명에서는, 무선 단말이 AP 사이를 핸드오버할 때에, 동종류의 복수의 통신 콘텍스트를 무선 기지국 사이에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은 도 1의 무선 단말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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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1의 AP(#1)(2a)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도 1의 AP(#2)(2b)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5은 도 3 및 도 4의 콘텍스트 보존부에 보존되는 콘텍스트 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도 4의 콘텍스트 전송 통지 신호에 포함되는 통신 콘텍스트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시의 동작을 도시한 시퀀스 차트.

도 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시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9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시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10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시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 에 있어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은 루터(3)를 통하여

인터넷(100)과 접속된 2개의 AP (AccessPoint : 무선 기지국)(#1, #2)(2a, 2b)가 접속되어 있다.

AP(#1, #2)(2a, 2b)는 루터 기능과 무선 기지국 기능이 일체화된 노드이고, AP(#1, #2)(2a, 2b)는 각각 IEEE802.11 무

선 LAN(Local Area Network) 규격에 의거하여 무선 채널(301, 302)을 통하여 무선 단말(1)과 통신 가능하게 되어 있다.

도 2는 도 1의 무선 단말(1)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에 있어서, 무선 단말(1)은 주로 컴퓨터로 실현되고, 핸드오

버 제어부(11)와, 콘텍스트 전송 요구부(12)와, 송수신부(13)와, 기록 매체(14)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핸드오버 제어부

(11)와 콘텍스트 전송 요구부(12)와 송수신부(13)는 각각 기록 매체(14)에 격납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함으로써 실

현된다.

핸드오버를 결정하면, 핸드오버 제어부(11)은 콘텍스트 요구(111)을 콘텍스트 전송 요구부(12)에 보내고, 이것을 받아서

콘텍스트 전송 요구부(12)는 콘텍스트 전송 요구 신호(112)를 생성하고, 송수신부(13)을 통하여 AP(#1)(2a)에 송신한다.

한편, 콘텍스트 전송 요구부(12)는 송수신부(13)를 통하여 콘텍스트 응답 신호(113)를 수신하면, 콘텍스트 응답 신호

(113)에 포함되는 결과를 콘텍스트 응답(114)으로서 핸드오버 제어부(11)에 통지한다.

도 3은 도 1의 AP(#1)(2a)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에 있어서, AP(#1)(2a)는 주로 컴퓨터로 실현되고, 콘텍스트

전송 관리부(21a)와, 콘텍스트 보존부(22a)와, 무선 송수신부(23a)와, 유선 송수신부(24a)와, 기록 매체(25a)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콘텍스트 전송 관리부(21a)는 기록 매체(25a)에 격납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함으로써 실현된다.

무선 송수신부(23a)를 통하여 콘텍스트 요구 신호(211)을 수신하면, 콘텍스트 전송 관리부(21a)는 콘텍스트 보존부(22a)

에 대해 콘텍스트 요구 신호(211)를 송신한 무선 단말(1)에 관한 통신 콘텍스트를 요구하는 콘텍스트 정보 요구(212)를 보

낸다.

콘텍스트 보존부(22a)는 지정된 무선 단말(1)에 관한 모든 통신 콘텍스트를 콘텍스트 정보 응답(213)으로서 콘텍스트 전

송 관리부(21a)에 통지한다. 콘텍스트 전송 관리부(21a)는 콘텍스트 정보 응답(213)을 받으면, 그 콘텍스트 정보 응답

(213)을 이용하여 콘텍스트 전송 통지 신호(214)를 생성하고, 유선 송수신부(24a)를 통하여 AP(#2)(2b)에 송신한다.

또한, 콘텍스트 전송 관리부(21a)는 AP(#2)(2b)로부터 유선 송수신부(24a)를 통하여 콘텍스트 전송 애크 신호(215)를 수

신하면, 통신 콘텍스트의 전송이 완료된 것을 나타내는 콘텍스트 전송 응답 신호(216)를 무선 송수신부(23a)를 통하여 무

선 단말(1)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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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1의 AP(#2)(2b)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에 있어서, AP(#2)(2b)는 주로 컴퓨터로 실현되고, 콘텍스

트 전송 관리부(21b)와, 콘텍스트 보존부(22b)와, 무선 송수신부(23b)와, 유선 송수신부(24b)와, 기록 매체(25b)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콘텍스트 전송 관리부(21b)는 기록 매체(25b)에 격납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함으로써 실현된다.

AP(#2)(2b)의 콘텍스트 전송 관리부(21b)는 유선 송수신부(24b)를 통하여 콘텍스트 전송 통지 신호(225)를 수신하면, 콘

텍스트 전송 통지 신호(225)에 포함되는 통신 콘텍스트를 판독하고, 콘텍스트 보존부(22b)에 대해 콘텍스트 정보 통지

(222)로서 보내고, 콘텍스트 보존부(22b)로부터 콘텍스트 정보 애크 신호(223)을 수신하면, 콘텍스트 전송 애크 신호

(224)를 생성하고, 유선 송수신부(24b)를 통하여 AP(#1)(2a)에 송신한다.

도 5는 도 3의 콘텍스트 보존부(22a) 및 도 4의 콘텍스트 보존부(22b)에 보존되는 콘텍스트 테이블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 5에 있어서, 콘텍스트 테이블(4)은 무선 단말마다의 통신 콘텍스트인 콘텍스트 리스트(40a, 40b, 40c)를 보존하

고 있다.

콘텍스트 리스트(40a)는 4개의 콘텍스트 정보(43a, 43b, 43c, 43d)와, 4개의 서브콘텍스트 정보(44a, 44b, 44c, 44d)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콘텍스트 정보(43a, 43b, 43c, 43d)는 콘텍스트 정보 식별자(41a, 41b, 41c, 41d)에 의해 관리/식별되고, 각 서브콘텍

스트 정보(44a, 44b, 44c, 44d)는 콘텍스트 정보 식별자(41e, 41f) 및 서브콘텍스트 정보 식별자(42a, 42b, 42c, 42d)의

양쪽에 의해 관리/식별된다.

이 도 5에 도시한 예에서는, 콘텍스트 정보(43a)로서 「단말 ID」가, 콘텍스트 정보(43b)로서 「인증 정보」가, 콘텍스트

정보(43c)로서 「암호화 정보」가, 콘텍스트 정보(43d)로서 「단말 능력 정보」가 각각 보존되어 있다.

또한, 상기한 예에서는, 서브콘텍스트 정보(44a)로서 「QoS(Quality of Service) 정보#1」가, 서브콘텍스트 정보(44b)로

서 「QoS 정보#2」가, 서브콘텍스트 정보(44c)로서 「헤더 압축 정보#1」가, 서브콘텍스트 정보(44d)로서 「헤더 압축

정보#2」가 각각 보존되어 있다.

도 6은 도 4의 콘텍스트 전송 통지 신호(225)에 포함되는 통신 콘텍스트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 있어서, 통신

콘텍스트는 콘텍스트 정보 수(=n)(51)와, 통신 콘텍스트 정보 총 길이(52)와, 통신 콘텍스트 정보(53)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 콘텍스트 정보(53)는 콘텍스트 정보 식별자(#1 내지 #n)(61, 64)와, 콘텍스트 정보 길이(#1 내지 #n)(62, 65)와, 콘

텍스트 정보(#1 내지 #n)(63, 66)를 조합한 n개(n은 정의 정수)의 콘텍스트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콘텍스트 정보에 하

나의 통신 콘텍스트를 수용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콘텍스트 정보(#1)(63)는 서브콘텍스트 정보 식별자(#1 내지 #k)(73, 76)와, 서브콘텍스트 정보 길이(#1 내지 #k)(74,

77)와, 서브콘텍스트 정보(#1 내지 #k)(75, 78)을 조합한 k개의 콘텍스트와, 서브콘텍스트 정보 수(=k)(71)와, 서브콘텍스

트 정보 총 길이(72)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시의 동작을 도시한 시퀸스 차트이고, 도 8 내지

도 10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시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들 도 7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시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도 7에 도시한 무선 단말(1) 및 AP(#1, #2)(2a, 2b)의 동작은 기록 매체(14, 25a, 25b)의 프로그램을 무선 단말(1) 및 AP

(#1, #2)(2a, 2b)를 구성하는 컴퓨터가 실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지금, 무선 단말(1)이,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AP(#1)(2a)와의 사이에서 통신(401)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스텝 a1),

무선 단말(1)이 AP(#2)(2b)와의 통신이 가능의 에어리어로 이동하였다고 한다(스텝 a2).

무선 단말(1)은 AP(#2)(2b)가 송신하는 비콘(beacon)을 수신하고(스텝 a3), AP(#2)(2b)가 송신하는 신호의 수신 전력

레벨의 쪽이 AP(#1)(2a)가 송신하는 신호의 수신 특성보다 우수한 것을 검출한다면(스텝 a4), 그 접속처를 AP(#2)(2b)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한다(스텝 a5). 여기서, 상기한 비콘이란, AP(#1, #2)(2a, 2b)가 접속중의 모든 무선 단말(1)에 대해

통보하고 있는 제어 정보이다.

등록특허 10-0643439

- 5 -



그 후, 무선 단말(1)은,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AP(#2)(2b)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콘텍스트 전송 요구 신호(402)를 AP

(#1)(2a)에 송신한다(스텝 a6). 이것을 받아서, AP(#1)(2a)는 무선 단말(1)과의 지금까지의 통신으로 사이에 확립한 통신

콘텍스트를 포함하는 콘텍스트 전송 통지 신호(403)를 AP(#2)(2b)에 송신한다(스텝 a7).

본 실시예에서는 콘텍스트 정보로서, 무선 단말(1)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말 능력 정보, 인증 정보, 암호화 정보, QoS 정보,

헤더 압축 정보를, 또한 콘텍스트 정보로서 QoS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서브콘텍스트 정보 식별자에 플로우 식별자를,

그 서브콘텍스트 정보에 플로우 식별 정보, 최저 보증 대역, 최대 이용 대역, 최저 보증 지연 시간, 최대 허용 지연 시간, 최

저 보증 지연 지터, 최대 허용 지연 지터 중의 적어도 하나를, 또한 콘텍스트 정보로서 헤더 압축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서브콘텍스트 정보 식별자에 헤더 압축 식별자를, 그 서브콘텍스트 정보에는 압축하는 헤더 정보, 압축하여야 할 헤더

위치를 나타내는 마스크 값 중의 적어도 하나를 각각 수용하고 있다.

AP(#2)(2b)는 통신 콘텍스트를 올바르게 수신할 수 있으면, 무선 단말(1)의 접속을 허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콘텍스트 전

송 애크 신호(404)를 AP(#1)(2a)에 송신한다(스텝 a8).

AP(#1)(2a)는 콘텍스트 전송 애크 신호(404)를 수신하면, 통신 콘텍스트의 전송의 완료를 나타내는 콘텍스트 응답 신호

(405)를 무선 단말(1)에 송신한다(스텝 a9).

이와 같이 하여, 핸드오버한 무선 단말(1)은,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AP(#2)(2b)와 통신을 시작하고(스텝 a10, a11),

핸드오버 전에 AP(#1)(2a)로부터 AP(#2)(2b)에 전송한 콘텍스트 전송 통지 신호(403) 내의 통신 콘텍스트를 유용(流用)

하고, 스무스하게 통신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기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관해 기술하였지만, 본 실시예는 이들의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

명의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의 변환이 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면, 본 실시예에서는 접속 전환의 예로서 2개의

AP(#1, #2)(2a, 2b)의 예에 관해 나타냈지만, 3개 이상의 AP를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단말 주도형으로 핸드오버를 행하는 경우의 동작에 관해 나타냈지만, 망(網) 주도형으로 핸드오버를 행하는 것도 가

능하다. 핸드오버의 결정에 수신 전력 레벨을 이용하고 있지만, 비트 에러 레이트나 프레임 에러 레이트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AP(#1, #2)(2a, 2b)와 무선 단말(1)이 직접 통신을 행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AP(#1, #2)(2a, 2b)와 무선 단

말(1)과의 사이에 무선/유선의 인터페이스 변환만을 행하는 중계 노드가 존재하고, 중계 노드와 무선 단말과의 사이가 무

선으로, 중계 노드와 AP와의 사이가 유선으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는, 무선 단말(1)의 핸드오버 전에 접속하고 있던 AP(#1)(2a)가, 핸드오버 후에 접속 예정의 AP(#2)

(2b)에 통신 콘텍스트를 무선 단말(1)의 핸드오버 전에 미리 직접 전송함에 의해, 무선 단말(1)이 AP(#1, #2)(2a, 2b) 사

이를 핸드오버할 때에, AP(#1, # 2)(2a, 2b)의 상류에 위치하는 AP 제어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 불능한 상태

의 시간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는, 전송하는 통신 콘텍스트가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에 의해 구성되고, 콘텍스트 정보를 더욱 복수의 서브

콘텍스트 정보에 의해 구성 가능하게 함에 의해, 무선 단말(1)이 AP(#1, #2)(2a, 2b) 사이를 핸드오버할 때에, 동종류의

복수의 통신 콘텍스트를 AP(#1, #2)(2a, 2b) 사이에서 전송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상기 무선 기지국과 통신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하는 무선 기지국을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무선 단

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다른 무선 기지국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

을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 각각에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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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상기 무선 단말에 관한 종별이 다른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와 콘텍스트 정보 식별자로 구성되고,

상기 콘텍스트 정보는 서브콘텍스트 식별자와 서브콘텍스트 정보로 구성되고,

상기 콘텍스트 정보는 상기 무선 단말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말 능력 정보, 상기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 암호화

정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통신 품질 정보, 송수신 데이터의 헤더를 압축할 때에 이용하는 헤더 압축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서브콘텍스트 정보는 데이터 플로우 식별 정보, 보증되는 지연 시간, 요구하는 지연 시간, 보증되는 통신 대역, 요구

하는 통신 대역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서브콘텍스트 정보는 압축하는 헤더 정보, 압축하여야 할 헤더의 위치를 나타내는 마스크 정보 중의 적어도 한쪽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무선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통신 콘텍스트를 상기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무선 기지국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상기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시에 1 대 1 및 1 대 다수 중의 한쪽으로 상기 무선 기지국 사이에서 전송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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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단말과 통신 가능한 무선 기지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처를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

후의 다른 접속처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갖고,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상기 무선 단말에 관한 종별이 다른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와 콘텍스트 정보 식별자로 구성되고,

상기 콘텍스트 정보는 서브콘텍스트 식별자와 서브콘텍스트 정보로 구성되고,

상기 콘텍스트 정보는 상기 무선 단말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말 능력 정보, 상기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 암호화

정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통신 품질 정보, 송수신 데이터의 헤더를 압축할 때에 이용하는 헤더 압축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서브콘텍스트 정보는 데이터 플로우 식별 정보, 보증되는 지연 시간, 요구하는 지연 시간, 보증되는 통신 대역, 요구

하는 통신 대역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서브콘텍스트 정보는 압축하는 헤더 정보, 압축하여야 할 헤더의 위치를 나타내는 마스크 정보 중의 적어도 한쪽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무선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통신 콘텍스트를 상기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무선 기지국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상기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시에 1대1 및 1대다수 중의 한쪽으로 상기 무선 기지국 사이에서 전송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기지국.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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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상기 무선 기지국과 통신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하는 무선 기지국을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해당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다른 무선 기지국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

는 스텝을 상기 복수의 무선 기지국 각각에 갖는 스텝을 구비하고,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상기 무선 단말에 관한 종별이 다른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와 콘텍스트 정보 식별자로 구성되고,

상기 콘텍스트 정보는 서브콘텍스트 식별자와 서브콘텍스트 정보로 구성되고,

상기 콘텍스트 정보는 상기 무선 단말의 기능을 나타내는 단말 능력 정보, 상기 무선 단말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 암호화

정보, 통신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통신 품질 정보, 송수신 데이터의 헤더를 압축할 때에 이용하는 헤더 압축 정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서브콘텍스트 정보는 데이터 플로우 식별 정보, 보증되는 지연 시간, 요구하는 지연 시간, 보증되는 통신 대역, 요구

하는 통신 대역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서브콘텍스트 정보는 압축하는 헤더 정보, 압축하여야 할 헤더의 위치를 나타내는 마스크 정보 중의 적어도 한쪽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스텝은 상기 무선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통신 콘텍스트를 상기 무선 단말이 핸

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무선 기지국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 방법.

청구항 20.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는 상기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시에 1대1 및 1대다수 중의 한쪽으로 상기 무선 기지국 사이에서 전송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제어 방법.

청구항 2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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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복수의 무선 기지국과, 상기 무선 기지국과 통신 가능한 무선 단말을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제어

방법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컴퓨터에, 상기 무선 단말이 접속하는 무선 기지국을 변경하는 핸드오버 전에 해당 무선 단말에 접속되어 있는 무선 기지

국으로부터 해당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 후에 접속되는 다른 무선 기지국에 해당 무선 단말과의 통신에 필요한 통신 콘텍스

트를 전송하는 처리를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된 기록 매체.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콘텍스트를 전송하는 처리를 실행시킬 때에, 다른 종별의 복수의 콘텍스트 정보로 구성하는 통신 콘텍스트를 전

송시키는 처리를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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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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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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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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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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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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