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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우선 순위에 따른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가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과 가입자 단말기들간의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 순위에 상응

하게 결정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레인징에 실패하면 상기 수신한 백오프 도메인들중 상기 수행한

레인징의 우선순위에 상응하는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게 상기 기지국과

의 레인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5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가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과 가입자 단말기들간의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 순위에 상응하게 결정된, 상기 레인징들 각각

의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레인징에 실패하면 상기 수신한 백오프 도메인들중 상기 수행한 레인징의

우선순위에 상응하는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긴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게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레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의 핸드오버 수행

여부에 상응하게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게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내의 임의의 시점에서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

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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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백오프 도메인들은 최고 우선순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최단 시구간이며, 상기

우선순위가 낮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에 비해 상기 우선순위가 높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짧

도록 결정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접속 서비스를 위한 핸드오버 수행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과 가입자 단말기들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 각각의 백오프 시작 시점과 백오프의 종

료 시점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백오프 도메인들을 수신한 후 수신된 백오프 도메인들을 확인하고, 상기 백오프 도메인들 중 핸드오버를 위한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는 백오프 값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백오프 값만큼 대기한 후 레인징을 재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가입자 단말기들간의 레인징들에 사용되는 백오프값들

을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순위에 상응하게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

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결정된 백오프 도메인들을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레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의 핸드오버 수행

여부에 상응하게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순위에 상응하게 백오프 도메인들을 결정하는 과정은;

최고 우선순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최단 시구간이 되고, 상기 우선 순위가 낮은 백오

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에 비해 상기 우선 순위가 높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짧도록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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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레인징 동작 수행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가 공통제어채널 상에서 검사에 의해 주기적으로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메시지 및 업링크 채널정보(UL-

MAP)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업링크 채널정보를 통해 접속하고자 하는 접속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이후 상기 선택된 접속채널내 접속을 위한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 메시지 전송 후, 기지국으로부터의 응답 메시지 수신이 응답 대기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요청 메시지 재전송 수

와 미리 선언된 값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재전송 수가 선언된 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재전송 수와 허용될 수 있는 접속 처리 시간을 비교하는 단

계와,

상기 비교결과 허용 접속 처리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서비스 레벨의 우선순위에 따라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택된 백오프 도메인으로부터 백오프 값을 선택 및 백오프 시간을 산출하고, 이후 상기 산출된 백오프 시간이 경과

되면 상기 접속채널에서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레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의 핸드오버 수행

여부에 상응하게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는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 재수행 과정은;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내의 임의의 시점에서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

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백오프 도메인들은 최고 우선 순위의 우선 순위를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최단 시구간이며, 상기

우선 순위가 낮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에 비해 상기 우선 순위가 높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짧

도록 결정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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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응답 메시지 수신 대기시간동안 기지국으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응답 메시지에

따른 로컬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단계와,

상기 로컬 파라미터 조절 후, 상기 조절된 파라미터가 정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경우 에러 처리를 수행하

는 단계와,

상기 결과 파라미터가 정상적인 경우 상기 선택된 접속채널 상의 접속요구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진행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이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진입시 레인징을 요청하는 경우 핸드오버 방법에 있어서,

상기 요청을 수신한 기지국에서 핸드오버용 백오프 시작 정보와 백오프 종료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백오프 시작 및 종료 정보를 수신한 가입자 단말기에서 상기 정보에 따라 핸드오버용 백오프 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이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진입시 레인징에 실패하는 경우, 결정된 백오프 값만큼 대기한 후 레인징을

재요청하는 단계를 더 진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이동통신시스템의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핸드오버 수행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에서 순방향 공통제어채널을 통하여 주기적 또는 요구에 따른 셀들에게 정보를 방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송 단계는,

주기적 또는 요구에 따른 셀들에게 상기 공통접속채널에 대응되는 접속채널의 채널할당정보를 방송하는 단계와,

주기적 또는 요구에 따른 셀들에게 적어도 하나의 공통접속채널에서 적어도 두 개의 백오프 도메인의 분할정보를 방송하

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하는 단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지국이 상기 가입자 단말기를 위해 대응되는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확인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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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전송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인증된 연결 식별자(CID)를 전송하는 접속요구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수신된 공통접속채널과 관련한 채널할당정보와 적어도 하나의 공통접속채널 상에 적어도 두개의 백

오프 도메인의 할당정보를 정정한 이후 공통접속채널상의 접속요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요구 수행은,

접속 형태에 따라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백오프 도메인에 대응되는 지수 백오프 알고리즘을 통해 접속요구를 재전송하기 위한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공통접속채널상에서 검사에 의해 새롭게 선택된 기지국이 위치한 상기 셀들에게 할당된 의사

랜덤코드들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공통접속채널 할당의 정보와 서비스되는 셀들에게 알려진 적어도 하나의 공통접속채

널을 위한 적어도 두개의 백오프 도메인의 분할정보를 올바르게 받은 이후, 이동국이 접속요구를 초기화하면, 선택된 공통

접속채널에서 접속요구를 재초기화 하기 위한 시간을 결정하는 백오프 알고리즘과 대응되는 백오프 도메인에서의 백오프

값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을 특징을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요구 메시지는,

핸드오버 처리기간 동안 가입자 단말기에 의해 기지국에 요구되는 초기화된 접속요구 메시지와,

상기 핸드오버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요구 형태를 가리키는 영역을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 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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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의 접속요구 메지시를 정상으로 수신하고, 가입자 단말기를 위해 대응되는 접속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지 확인한 이후, 기지국에 의해 가입자 단말기에게 전송되는 접속요구 응답 메시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 메시지는, 처음 접속요구 메시지에 정의되는 핸드오버 요구 형태의 영역을 추가

하여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 메시지는, 미리 할당된 의사랜덤코드(pseudo-random code)들의 정보를 사용

하는 접속 요구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요구 응답 메시지는, 상기 시스템의 접속요구에 의해 인증된 특정한 연결 식별자인 CID를 전송하는 메시지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가 기지국의 접속요구 메시지를 초기화 할 경우,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 메시지는,

적어도 전개된 업링크 접속채널을 정의하는 영역들과, 처음 접속요구 메시지 RNG-REQ의 핸드오버 요구 형태를 정의하

는 영역들을 더함으로써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핸드오버기간동안 네트워크 접속 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의사랜덤코드들을 위한 생성 및 할당방법

은,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의사랜덤코드들은 레인징 코드 생성기

의 결과 값에 따른 긴 의사잡음코드의 부분열을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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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의사랜덤코드들은 레인징

코드 생성기의 결과 값에 따른 상기 긴 의사 잡음 코드의 부분열을 획득하는 단계는,

각 셀에 시스템에 의한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를 정의하는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의사랜덤코드들을

할당하는 단계와,

동적으로 각 셀들의 요구에 따라 각 셀들에 하드 핸드오버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를 정의하는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의사랜덤코드들을 할당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를 정의하는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의사랜덤코드들은 긴 코드의 부

분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긴 코드는 레인징 코드의 다항식 생성기 의 결과물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에 따라 요구되는 H 의사랜덤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OFDMA 운용모드 하에 레인징코드의 다항식 생성기 의 결과물인 긴 의사잡음코드들의

부분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H 의사랜덤코드들의 클럭들에 의해 형성되는 코드들은 상기 의사랜덤코드들의 클럭들에 의해 형성되는 코드들과 상

호작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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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긴 의사 잡음 코드의 부분열에 의해 형성되는 셋들은,

셋 A가 얻는 N 코드들의 시작점, 셋 B는 상기 N 코드들에 이어지는 M 코드, 셋 C는 상기 M 코드들에 이어지는 L 코드, 셋

D는 상기 L 코드들에 이어지는 H코드를 포함하고,

초기 레인징과, 주기적인 레인징 및 대역폭 요구와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 요구 기능들을 위해 사용되는 의사랜덤코드

들은 개별적인 의사랜덤코드를 위한 셋으로서 개별적으로 하나의 셋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긴 코드로부터 기출된 상기 셋 A에 대응되는 상기 N 코드들의 시작은 초기 레인징을 위해 사용되고 생성방정식의 결

과에 따라 0 부터 106＊(N)-1번째 사이의 클럭을 가지며,

상기 셋 B에 대응되고 상기 N 코드들에 이어지는 상기 M 코드들은 주기적인 레인징을 위해 사용되고 클럭은 106 ＊ (N

＋ M)－1번째까지이고,

상기 셋 C에 대응되고 상기 M 코드들에 이어지는 상기 L 코드들은 대역폭 요구를 위해 사용되고 클럭은 106 ＊ (N ＋ M)

부터 106 ＊ (N ＋ M ＋ L)－1번째까지이고,

상기 셋 D에 대응되고 상기 L 코드들에 이어지는 상기 H 코드들은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 요구 기능을 위해 사용되고

클럭은 106 ＊(N ＋ M ＋ L)부터 106 ＊ (N ＋ M ＋ L ＋ H)－1번째까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5.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를 정의하는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의사랜덤코드들은 기지국들이 갖는

각 셀들에게 통계적으로 시스템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6.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를 정의하는 시스템은,

주기적 또는 요구에 따라 순방향 공통제어 채널을 통하여 각 셀들내의 다른 ID(식별) 정보, 및 상기 셀들에 할당된 의사랜

덤코드들의 식별자를 전송하고, 공통제어채널 상에서 검사를 통하여 가입자 단말기에 의한 새롭게 선택된 기지국의 위치

추정된 상기 셀들에게 할당된 의사랜덤코드들의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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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에 사용된 상기 의사랜덤코드들은 상기 각 셀들의 요구

에 따라 상기 각 셀들에게 상기 시스템에 동적으로 할당되고, 상기 각 셀들은 상기 셀에 할당된 상기 의사랜덤코드들의 식

별자 및 순방향 공통제어 채널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요구에 따라 상기 셀에게 다른 식별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전송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공통접속채널 할당정보와 적어도 하나의 공통접속채널을 위한 적어도 두개의 백오프 도메인의

분할정보를 수신한 후 접속요구를 초기화하면, 선택된 상기 공통접속채널에서 접속요구를 재초기화 하기 위한 시간을 결

정하는 백오프 알고리즘과 대응되는 백오프 도메인에서의 백오프 값을 랜덤(random)하게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9.

이동통신 시스템의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접속 서비스를 위한 핸드오버 수행 장치에 있어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진입에 따라 레인징을 요청하는 가입자 단말기와,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 핸드오버용 정보를 송신하는 기지국을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진입에 따른 레인징 요청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백오프 시작 정보와 백오프 종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백오프 시작 정보와 백오프 종료 정

보에 따라 핸드오버용 백오프 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레인징에 실패할 경우, 상기 결정된 백오프 값만큼 대기한 후 기지국으로 레인징을 재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백오프 시작 정보는,

핸드오버 처리기간동안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초기 레인징 수행을 위한 초기 백오프 윈도우 크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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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백오프 종료 정보는,

핸드오버 처리기간동안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초기 레인징 수행을 위한 최종 백오프 윈도우 크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3.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각각의 우선순위에 상응하게 결정된 레인징들 각각의 백오프 시작 시점과 백오프 종료 시점을 가지는 백

오프 도메인들을 수신 및 선택하는 가입자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레인징에 실패하면 상기 수신한 백오프 도메인들중 상기 수행한 레인징의 우선순위에 상응하는 백

오프 도메인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게 상기 기지국과의 레이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레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의 핸드오버 수행

여부에 상응하게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게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재수행은;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내의 임의의 시점에서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

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백오프 도메인들은 최고 우선 순위의 우선 순위를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최단 시구간이며, 상기

우선 순위가 낮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에 비해 상기 우선 순위가 높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짧

도록 결정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7.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들의 레인징들에 사용되는 백오프값들을 송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63444

- 11 -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 순위에 상응하게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

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결정하고,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결정된 백오프 도메인들을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송신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레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의 핸드오버 수행

여부에 상응하게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순위에 상응하게 백오프 도메인들을 결정은;

최고 우선순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최단 시구간이 되고, 상기 우선 순위가 낮은 백오

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에 비해 상기 우선순위가 높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짧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세대 통신 시스템인 4세대(4G: 4th Generation, 이하 "4G"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에서는 약

100M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는 다양한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이하 "QoS"라 칭하기로 한다)을 가지는 서

비스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세대(3G: 3rd Generation, 이하 "3G"라 칭하

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열악한 채널 환경을 가지는 실외 채널 환경에서는 약 384Kbps의 전송 속도

를 지원하며, 비교적 양호한 채널 환경을 가지는 실내 채널 환경에서도 최대 2M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한편,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LAN: Local Area Network, 이하 "LAN"이라 칭하기로 한다) 시스템 및 무선 도시 지역

네트워크(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이하 "MAN"이라 칭하기로 한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20Mbps ∼

5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그래서 현재 4G 통신 시스템에서는 비교적 높은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무선 LAN 시스

템 및 무선 MAN 시스템에 이동성(mobility)과 QoS를 보장하는 형태로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기 4G 통신 시

스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고속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무선 MAN 시스템은 그 서비스 영역(coverage)이 넓고, 고속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속 통신 서비

스 지원에는 적합하나, 사용자, 즉 가입자 단말기(User Station)의 이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입

자 단말기의 고속 이동에 따른 핸드오버(hand-off) 역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단말기의 고속 이동에 따

른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장치 및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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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IEEE 802.16e 통신 시스템 구조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다중 셀 구조를 가지며, 즉 셀(100)과 셀(150)을 가지며, 상기

셀(100)을 관장하는 기지국(BS: Base Station)(110)과, 상기 셀(150)을 관장하는 기지국(140)과, 다수의 가입자 단말기

들(111),(113),(130),(151),(153)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들(110),(140)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111),(113),

(130),(151),(153)간의 상호 송수신은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111),

(113),(130),(151),(153) 중 가입자 단말기(130)는 상기 셀(100)과 상기 셀(150)의 경계 지역, 즉 핸드오버 영역에 존재하

며, 따라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130)에 대한 핸드오버를 지원해야만 상기 가입자 단말기(130)에 대한 이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무선 MAN 시스템은 광대역 무선 접속(BWA: Broadband Wireless Access) 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무선 LAN 시

스템의 물리채널(physical channel)에 광대역(broadband) 전송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이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 및 직교 주파수 분할 다

중 접속(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이하 "OFDMA"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을 적용

한 시스템이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이다.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은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이다.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은 상기 무선 MAN 시스템에 OFDM/OFDMA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서브 캐리어(sub-carrier)들을 사용하여 물리 채널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송신이 가

능하다.

한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에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을 고려하는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IEEE 802.16a 통신 시스템 및 IEEE 802.16a 통신 시스템 모두는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는 광대역 무

선 접속 통신 시스템이다.

이하,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레인징(ranging)들, 즉 초기 레인징(Initial Ranging)과, 유지 관리 레

인징(Maintenance Ranging), 주기적 레인징(Periodic Ranging)과, 대역 요청 레인징(Bandwidth Request Ranging)에 대

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첫 번째로 초기 레인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초기 레인징은 기지국이 가입자 단말기와 동기를 획득하기 위해 기지국간에 정확한 시간 오프셋(offset)을 맞추고,

송신 전력(transmit power)을 조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레인징이다. 즉,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파워 온(power on)한 후

DL_MAP 메세지 및 UL_MAP 메세지/UCD 메세지를 수신하여 기지국과 동기를 획득한 후, 상기 기지국과 상기 시간 오프

셋과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기 초기 레인징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은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기 레인징 절차에는 레인징 서브 채널(sub-channel)들과 레인징 코드

(ranging code)들이 필요하고, 기지국은 레인징들 목적, 즉 종류에 따라서 각각 사용 가능한 레인징 코드들을 할당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레인징 코드는 먼저 소정 길이, 일례로 215-1 비트(bits) 길이를 가지는 의사랜덤잡음(PN: Pseudo-random Noise,

이하 "PN"이라 칭하기로 한다) 시퀀스를 소정 단위로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하여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53비트 길

이를 갖는 레인징 서브 채널 2개가 한 개의 레인징 채널을 구성하고, 106비트 길이의 레인징 채널을 통해서 PN 코드를 세

그멘테이션하여 레인징 코드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레인징 코드는 최대 48개(RC＃1∼RC＃48)까지 가입자 단말기

에게 할당될 수 있으며, 디폴트(default)값으로 가입자 단말기당 최소 2개의 레인징 코드들이 상기 3가지 목적의 레인징,

즉 초기 레인징과, 주기적 레인징 및 대역 요청 레인징에 적용된다. 이렇게, 상기 3가지 목적의 레인징들 각각에 상이한 레

인징 코드들이 할당되는데, 일례로 N개의 레인징 코드들이 초기 레인징을 위해 할당되고(N RC(Ranging Code)s for

initial ranging), M개의 레인징 코드들이 주기적 레인징을 위해 할당되고(M RCs for maintenance ranging), L개의 레인

징 코드들이 대역 요청 레인징에 할당된다(L RCs for BW-request ranging). 이렇게 할당된 레인징 코드들은 상기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DL_MAP 메시지를 통해 가입자 단말기들로 송신되고,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은 상기 DL_MAP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레인징 코드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레인징 절차를 수행한다.

두 번째로 주기적 레인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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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기적 레인징은 상기 초기 레인징을 통해 기지국과 시간 오프셋 및 송신 전력을 조정한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

국과 채널 상태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레인징을 나타낸다.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주기적 레인징

을 위해 할당된 레인징 코드들을 이용하여 상기 주기적 레인징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 대역 요청 레인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대역 요청 레인징은 상기 초기 레인징을 통해 기지국과 시간 오프셋 및 송신 전력을 조정한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

지국과 실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역폭(bandwidth) 할당을 요청하는 레인징이다.

한편, 상기 DL_MAP 메시지는 기지국에서 모든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주기적으로 방송되는데,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이를

계속 수신할 수 있는 경우를 기지국과 동기가 일치했다고 지칭한다. 즉, 상기 DL_MAP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들은 순방

향 링크로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 있다.

상기 기지국은 가입자 단말기가 엑세스에 실패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백오프 값을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상기

UCD 메시지를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한다.

한편, 상기 레인징을 수행할 경우,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 RNG_REQ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 상기 RNG_

REQ 메세지를 수신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게 상기에서 언급된 주파수, 시간 및 전송 파워를 보정하기 위

한 정보들을 포함한 RNG_RSP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은 현재 가입자 단말기가 고정된 상태, 즉 가입자 단말기의 이

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 및 단일 셀 구조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은 상기 IEEE 802.16d 통신 시스템에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을 고려하는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

라서 상기 IEEE 802.16e 시스템은 다중 셀(multi cell) 환경에서의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렇게 다

중 셀 환경에서의 가입자 단말기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 및 기지국의 동작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이동성 지원을 위해 다중 셀 구조를 고려한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핸드오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대역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는 복수 개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프리앰블들을 수신한다. 상기 가

입자 단말기는 수신된 프리앰블들의 CINR을 측정한다.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측정된 복수개의 CINR들 중에서 가장 높은

CINR을 가지는 기지국을 선택한다. 즉, 프리앰블 채널을 전송하는 상기 복수 개의 기지국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신 상태

를 가지는 기지국을 선택함으로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자신이 속해있는 기지국을 인식한다. 이하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가장 양호한 수신상태를 가지는 기지국을 서빙 기지국(Serving BS)이라 한다.

상기 서빙 기지국은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 인접 기지국 광고(MOB_NBR_ADV: Neighbor Advertisement, 이하 "MOB_

NBR_ADV"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

상기 MOB_NBR_ADV 메시지는 다수의 IE들, 즉 송신되는 메시지의 타입을 나타내는 Management Message Type과,

구성(configuration)이 변경되는 수를 나타내는 Configuration Change Count와, 인접 기지국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N_

NEIGHBORS와, 상기 인접 기지국들의 식별자(ID: Identifier)를 나타내는 Neighbor BS-ID와, 상기 인접 기지국의 물리

채널 주파수를 나타내는 Physical Frequency와, 상기 정보들 이외에 상기 인접 기지국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나타내는 기

타 인접 정보(TLV Encoded Neighbor Information)를 포함한다. 또한 단말이 핸드오버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 CINR를

말해주는 Hysteresis threshold 와 주기적인 스캔 보고를 위한 MAHO report period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MOB_NBR_ADV 메세지를 수신한 가입자 단말기는 가입자 단말기 자신이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송신되는 프리앰블

신호들의 CINR들을 스캐닝하기를 원할 때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 스캔 요구(MOB_SCN_REQ: Scanning Interval

Allocation Request, 이하 "MOB_SCN_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 여기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스캔

요구를 하는 시점은 상기 프리앰블 신호 CINR 스캐닝 동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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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OB_SCN_REQ 메시지는 다수의 IE들, 즉 송신되는 메시지의 타입을 나타내는 Management Message Type과, 상

기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송신되는 프리앰블 신호들의 CINR을 스캐닝하기를 원하는 스캔 구간을 나타내는 Scan Duration

을 포함한다. 상기 Scan Duration은 프레임 단위로 구성된다. 상기 MOD_SCN_REQ 메시지가 전송될 Management

Message Type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Management Message Type = undefined).

상기 MOB_SCN_REQ 메시지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스캔할 정보를 포함하는 MOB_SCN_

RSP 메시지를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로 송신한다.

상기 MOB_SCN_RSP 메시지는 다수의 IE들, 즉 송신되는 메세지의 타입을 나타내는 Management Message Type과, 상

기 MOB_SCN_REQ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의 연결 식별자(CID: connection ID, 이하 "CID"라 칭하기로 한

다)와, 스캔 구간이다. 상기 MOB_SCN_RSP 메시지가 전송될 Management Message Type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

이며(Management Message Type = undefined), 상기 스캔 구간은 상기 이동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파일럿 CINR 스캐

닝을 수행하는 구간을 나타낸다.

상기 스캐닝 정보를 포함하는 MOB_SCN_RSP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스캐닝 정보 파라미터들에 상

응하게 상기 MOB_NBR_ADV 메시지를 통해 인식한 인접 기지국들에 대한 파일럿 CINR들을 스캐닝한다.

이와 같이 IEEE 802.16e 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자 단말기는 인접 기지국들(neighbor BSs) 및 상

기 가입자 단말기가 현재 속해있는 기지국, 즉 서빙 기지국에서 송신하는 프리앰블 신호의 CINR을 측정해야만 하며, 상기

서빙 기지국에서 송신하는 프리앰블 신호의 CINR이 상기 인접 기지국들에서 송신하는 프리앰블 신호들의 CINR들보다 작

아질 경우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액티브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요청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는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

이 상기 다수의 가입자 단말기가 기지국에 랜덤(random)하게 접속하는 것을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역방향

(reverse) 공통접속채널(Common Access Channel)을 지원한다.

즉,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에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택된 역방향 공통접속채널 안에서 접속요청을

초기화한다. 이 때, 기지국은 역방향 공통접속채널 안에서 검사(detecting)에 의해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의 접속요청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가입자 단말기가 매체를 공유하기 위해 역방향 공통접속채널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접속 환경으로 인하여, 다

른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 요청들 사이에서 충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적절한 랜덤접속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기 랜덤접속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채널을 검사하는 알로하(ALOHA:

Additive Links Online Hawaii Area) 방식과, 패킷전송 전에 채널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슬롯 알로하(slot ALOHA) 방식

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패킷전송 전에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로부터의 접속요청을 검사하지 않는 상기 슬롯 알로하 방식은 다른 가입

자 단말기들로부터의 접속요청들 간에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은 알로하 기술에서는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접속요

청이 충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요청을 재초기화 한다. 이 때, 상기 재초기화는 백오프 알

고리즘에 의해 계산되어 확정되는 백오프(backoff) 이후 시점에서 발생하는 접속요청을 재초기화 한다.

상기와 같은 알로하 방식은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간의 제어 메시지 요구가 적게 요구됨에 따라 그 설계가 간단하지만, 가

입자 단말기들로부터의 접속요청들 간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상기 알로하 방식은 접속요청들

간의 충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광 트래픽 환경의 시스템 구조에 적용된다.

이와는 다른 형태의 랜덤 접속방법인 CSM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방식은 패킷전송 전에 채널검사가 요구된

다. 이러한 CSMA방식을 상기 알로하 방식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상기 CSMA 프로토콜 방식은 패킷전송 전에 채

널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널검사를 통해 상기 CSMA 방식에서는 알로하 방식에서보다 충돌을 더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나은 트래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CSMA 프로토콜 방식은 채널검사를 선 수행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메시지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상기 메시지 요구 증가에 의해 시스템의 설계가 복잡해짐과 아울러 상기

채널검사와 같은 제어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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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신 네트워크에서 잘 알려진 랜덤프로토콜인 상기 알로하 프로토콜은 원래 하와이 대학에서 및 명의 연구자들에 의

해 다중무선패킷단자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알로하와, 슬롯 알로하와 구조를 갖는 방식은 광 트래픽

환경에 적합하고, 또한 시스템 정보가 더 적게 요구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설계가 간단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상기한 바와 같은 알로하 방식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넓게 사용되어져 왔다. 예를 들면, 2 ∼ 11GHz 사이의 주파수를 사

용하는 무선 광대역 접속 시스템인 상술한 IEEE 802.16a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어왔다.

이러한 IEEE 802.16a 기술의 주요 목적은 고정광대역접속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IEEE 802.16a의 기술에 따르면, 세

가지 작동모드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싱글 캐리어(single carrier), OFDM 방식과 OFMDA 방식 등이 있다.

여기서, 상기 싱글 캐리어와 OFDM 작동 방식은 가입자 단말기 매체 접속 제어(MAC: Media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칭하기로 한다) 계층(layer)에서의 메시지 요청에 의한 역방향 접속채널에서 접속요청을 초기화한다. 반면, 상

기 OFDMA 작동 방식은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접속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랜덤코드(pseudo-random code) 정보를

필요로 한다.

상기 IEEE 802.16a기술에 따르면, 가입자 단말기가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할 때, 가입자 단말기는 IEEE 802.16a 기술에서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는 조정이 필요한 네트워크 진입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IEEE 802.16a 기술이 포함한 네트워크 진입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순방향 제어채널 안에서 검사되는 역방향 채널과 순방향 채널의 채널 할

당 정보를 포함하고, 기지국과의 동기를 수행한다.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초기 레인징(ranging) 처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와 상호 조합하여 작동한다. 가입자 단말기는 가입자 단말기의 시스템 서비스 용량, 인증, 등록 단계와 같은 몇몇 정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와 교섭한다. 그리고 세션 연결과, 다른 작동 등을 설치한다. 이 때, 상기 네트워크 진입 절차에서 초기

레인징 측정절차 기간동안 알로하 구조와 유사한 랜덤접속 방식의 가입자 단말기를 위해 제공되어진다. 이후, 가입자 단말

기가 충돌로 인해서 기지국으로부터 정확한 접속요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백오프 처

리를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백오프 처리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속요청 중지로 인해서 백오프가 발생하게 되면, 백오프 도메인 상에 미리 지정되었던 백오프 알고리즘에 의해 백오프 타

임이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백오프 타임 기간동안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지연을 갖게 된다. 백오프 타임이 만

료되면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또 다른 접속요청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한 정보들을 재초기화하게 된다.

상기 백오프 도메인의 할당정보는 공통제어채널안의 가입자 단말기들을 위한 시스템에 의해 주기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다양한 백오프 기간 할당과 백오프 알고리즘들의 목적은 모든 유저들이 시스템에 공평하게 접속하는 것을 제

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다중 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의 불가피한 이동성은 핸드오버에서의 통화유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

다. 이는 가입자 단말기가 다중 셀이 교차하는 구역에 있을 때 세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하드 핸드오버(hard handoff)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하드 핸드오버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하드 핸드오버 기간동안 선 접속된 기지국과의 연결을 끊는다. 이후, 다시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으로부터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주기 내에 새롭게 선택된 기지국과의 결합을 개설한

다. 여기서, IEEE 802.16e는 가입자 단말기들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IEEE 802.16a를 확장한 것으로서, 이러한 IEEE

802.16e는 가입자 단말기의 고정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IEEE 802.16a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상기 IEEE 802.16e에서 하드 핸드오버방식은 가입자 단말기가 새로운 기지국을 선택하기 위한 접속요청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IEEE 802.16a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진입 절차는 IEEE 802.16a의 네트

워크 진입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진입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가입자 단말기가 순방향

제어채널상에서 검출되는 역방향 채널과 순방향 채널의 채널 할당 정보를 획득한다. 다음으로, 기지국과의 동기를 이루게

됨으로서 네트워크에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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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새롭게 선택된 기지국의 접속절차와 상호조합하여 작동한다. 여기서 접속절차는 부분적인 인증과

가입자 단말기의 등록단계를 수행하는 것과, 세션 연결을 다시 개설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한편, 가입자 단말기의 초기 레인징절차에서의 핸드오버와 네트워크 접속 절차가 필요로 하는 핸드오버 간의 차이는 다음

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 접속 절차에서의 상기 핸드오버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짧은 주기 시간 내에 결정되는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

서비스를 요구하는 세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가입자 단말기의 초기레인징절차에서의 핸드오버의 목표

는 가입자 단말기가 최초로 접속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단말기의 최대 접속 지연은 핸드오버

시간이 가입자 단말기의 초기레인징을 위한 것보다 더 짧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입자 단말기

의 초기레인징요청보다는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핸드오버시간이 더 빠르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

나 IEEE 802.16a기술의 목적인 가입자 단말기들이 시스템에 공평하게 접속하도록 하는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가입자 단말기들이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위한 접속 수행과정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접속 요청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실질적인 예로써, IEEE 802.16a의 실질적인 접속 서비스 방법이 공통접속채널에서의 사용에

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로 하는 더 빠른 핸드오버시간의 요구는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 시간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핸드오버의 접속요청과 다른 접속형태 사이의 엄청난 양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핸드오버의 빠른 접속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상기 핸드오버에 의해 요구되는 네트워크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접속 서비스 요구들을 가지는

IEEE 802.16a의 경우를 보면, IEEE 802.16a에서 채택하는 네트워크 진입 절차의 실행 가능한 구조는 시스템이 핸드오버

의 접속요구를 위해 할당된 접속채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역폭과 같은 네트워크 리소스

(resource)를 할당하게 됨으로서 불필요하게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상기 핸드오버에 의해 요구되는 네트워크 진입 절차는 초기레인징절차에서 요구되는 핸드오버와 비교할 때 다

음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먼저, 상기 핸드오버에 의해 요구되는 네트워크 진입 절차는 핸드오버가 일어나기 전에 가입자 단말기와 기본 기지국과의

연결을 개설한다. 다음으로, 가입자 단말기는 시스템의 적절한 서비스 능력과 시스템 시간과 같은 시스템 정보를 미리 포

함한다.

여기서, 상기 핸드오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핸드오버에 의해 요구되는 네트워크 진입 절차는 IEEEE 802.16a에서 미

리 정의한 몇몇 단계를 무시하거나 넘어갈 수 있다. 덧붙여, 핸드오버를 위한 일정한 네트워크 진입단계를 간단히 하고, 핸

드오버에 의해 요구되는 빠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핸드오버 시에 시스템이 접속요청정보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접속요청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접속채널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기간동안 네트워크 접속요구를 정의하고 다중레벨 접속 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을 통해 공통접속채널을 사용하는 빠른 네트워크 접속의 핸드오버의 요구를 기술하고 있는 IEEE 802.16e

에 의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알로하 또는 슬롯 알로하 접속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가 접속 형태에 따라 백오프 도메인

을 선택할 수 있는 접속 요구를 계산하는 것과 이에 대응된 백오프 도메인으로부터 접속요구를 재초기화하기 위한 시간을

결정하는 것들 사이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시 또는 주기적으로 다중 백오프 도메인에 대응된 각각의 접속채널의 할

당정보와, 가입자 단말기의 공통접속채널을 알리는 시스템과 공통접속채널의 사용에 의한 접속 서비스들의 다중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을 통해 적어도 두 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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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가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과 가입자 단말기들간의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 순위에 상응하게 결정된, 상기 레인징들 각각

의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레인징에 실패하면 상기 수신한 백오프 도메인들중 상기 수행한 레인징의 우선순위에 상응하는 백

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게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과정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서비스 품질 레벨과,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의 핸드오버

수행 여부에 상응하게 결정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하게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

메인의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내의 임의의 시점에서 상기 기지국과의 레인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백오프 도메인들은 최고 우선순위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최단 시구간이며,

상기 우선순위가 낮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에 비해 상기 우선순위가 높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

이 짧도록 결정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긴 위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공통접속채

널 상에서 접속 서비스를 위한 핸드오버 수행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과 가입자 단말기들간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 각각의 백오프 시작 시점과 백오프의 종

료 시점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백오프의 도메인들을 수신한 후 수신된 백오프 도메인들을 확

인하고, 상기 백오프 도메인들 중 핸드오버를 위한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

하는 백오프 값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백오프 값만큼 대기한 후 레인징을 재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가

입자 단말기들간의 레인징들에 사용되는 백오프값들을 송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순위에 상응하게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

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결정된 백오프 도메인들을 상기 가입자 단말

기들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순위에 상응하게 백오프 도메인들을 결정하는 과정은, 최고 우선순위의 우선순위를 가지

는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최단 시구간이 되고, 상기 우선 순위가 낮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에

비해 상기 우선순위가 높은 백오프 도메인이 점유하는 시구간이 짧도록 결정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레인징 동작

수행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가 공통제어채널 상에서 검사에 의해 주기적으로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메시지 및 업링크 채널정보(UL-

MAP)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업링크 채널정보를 통해 접속하고자 하는 접속채널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이후 상기 선택

된 접속채널내 접속을 위한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 메시지 전송 후, 기지국으로부터의 응답 메

시지 수신이 응답 대기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요청 메시지 재전송 수와 미리 선언된 값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재전송 수가 선언된 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재전송 수와 허용될 수 있는 접속 처리 시간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비

교결과 허용 접속 처리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서비스 레벨의 우선순위에 따라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선

택된 백오프 도메인으로부터 백오프 값을 선택 및 백오프 시간을 산출하고, 이후 상기 산출된 백오프 시간이 경과되면 상

기 접속채널에서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접속 서비스를 위한 핸드오

버 수행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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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진입에 따라 레인징을 요청하는 가입자 단말기와,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 핸드오버용 정보를 송

신하는 기지국을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진입에 따른 레인징 요청시 상기 가입자 단말

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백오프 시작 정보와 백오프 종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백오프 시작 정보와 백오프 종

료 정보에 따라 핸드오버용 백오프 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레인징에 실패할 경우, 상기 결정된 백오프 값만큼 대기한 후 기지국으로 레인징을 재요

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레인징 동작

을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각각의 우선순위에 상응하게 결정된 레인징들 각각의 백오프 시작 시점과 백오프 종료 시점을 가지는 백

오프 도메인들을 수신 및 선택하는 가입자 단말기를 포함하고,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레인징에 실패하면 상기 수신한 백오

프 도메인들중 상기 수행한 레인징의 우선순위에 상응하는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백오프 도메인에 상응

하게 상기 기지국과의 레이징 동작을 재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

기들의 레인징들에 사용되는 백오프값들을 송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상기 레인징들 각각의 우선 순위에 상응하게 백오프의 시작 시점과 상기 백오프의 종료 시점

을 가지는 백오프 도메인들을 결정하고, 상기 레인징들 각각에 대해서 결정된 백오프 도메인들을 상기 가입자 단말기들로

송신하는 기지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

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

명을 생략할 것이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본 발명은 가입자 단말기들이 레인징 요청에 실패할 경우 다음 재요청까지의 대기시간인

백오프 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 기지국이 UCD 메시지를 통해 방송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가입자 단말기가 핸드오버시

레인징 요청이 실패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앞시간의 백오프 시간을 선택하게 하여 빠른 핸드오버를 가능케 하도록 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접속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접속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요청을

정의하고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Multi Level Access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공통접속채널을

사용하는 핸드오버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빠른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의 요구를 보충하는 IEEE 802.16e 기술에 의해 편리

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과 역방향 채널의 할당 방법에 따른 실시예를 도 1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과 역방향 채널을 위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IEEE 802.16e 기술에 의해 정의된 광대역무선 접속 시스템과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서 상호 정보는 다중 논리 채널 상에서 전송되어진다. 이 때, 데이터 정보의 전송 방향에 따라, 상기한 논리 채널은

기지국에서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되는 순방향 채널(Forward Channel)과, 가입자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역방

향 채널(Reverse Channel)로 분리될 수 있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가입자 단말기(12)와 기지국(11) 사이의 상기 순방향 채널은 순방향 파일럿 채널(F-PCH)과,

순방향 공통제어채널(F-CCH)과, 순방향 트래픽 채널(F-TrCH)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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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순방향 파일럿 채널은 상기 가입자 단말기(12)와 상기 기지국(11) 사이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상기 순방

향 공통제어채널은 상기 기지국(11)으로부터 가입자 단말기(12)로 전송되는 공통제어정보와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전송하

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상기 공통제어정보는 역방향과 순방향 채널 등의 채널 할당 정보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순방향 트래픽 채널은 상기 기지국(11)으로부터 가입자 단말기(12)로 전송되는 순방향 트래픽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

된다.

다음으로, 상기 기지국(11)과 가입자 단말기(12) 사이의 역방향 채널은 역방향 접속채널(R-ACH)과, 역방향 트래픽 채널

(R-TrCH) 등을 포함한다.

상기 역방향 접속채널은 상시 가입자 단말기(12)의 접속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고, 상기 역방향 트래픽 채널은 상기 가입자

단말기(12)로부터 상기 기지국(11)으로 전송되는 역방향 트래픽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무선 환경에서 가입자 단말기가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할 때, 순방향 파일럿 채널로부터 정보를 추적(tracing)하고 캡

쳐링(capturing)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다운링크(downlink) 상의 기지국과의 동기과정을 첫째로 완성해야 한다. 가입자

단말기 또한 순방향 공통제어채널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공통제어정보와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얻는 것이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기 공통제어정보는 각 채널에 관련된 파라미터 정보뿐만 아니라 역방향 및 순방향 채널의 채널할당정보를 포함

하며, 상기 정보를 통해 가입자 단말기는 선택된 역방향 접속채널에서 접속요구를 초기화 할 수 있다.

이하, 타임 도메인의 관점에서 다운링크 전송신호와 업링크 전송신호의 프레임 형태를 도 3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제어정보와 채널 매핑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3a는 TDD 모드를 위한 프레임 제어

정보와 채널 매핑을 위한 제1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3b는 TDD 모드를 위한 프레임 제어정보와 채널 매핑을 위한

제2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TDD 모드동안 프레임 제어정보(22)는 기지국(11)으로부터 다운링크 채널과 업링크 채널의 매핑

(mapping) 정보를 포함하는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하여 가입자 단말기에게 보내진다. 여기서, 다운링크 채널정보는 상기

도 2a 및 도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운링크 채널로 같은 프레임 안에서 다운링크 서브프레임(24)의 할당 위치를 반영한

다. 그리고 업링크 채널정보는 업링크 채널상의 업링크 서브프레임(26)의 할당 위치를 반영한다.

상기 업링크 정보를 전송하기 시작하는 기지국으로부터 업링크 채널상의 업링크 프레임(26)의 할당정보를 가입자 단말기

에게 전송하기 전에 정의하는데 얼마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프레임의 전송 시간 간격은 기지국으로부터

가입자 단말기로 가는 신호의 최대전송지연의 두 배보다 적어도 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기 도 3a에서, 특정

한 프레임의 업링크 채널 정보는 업링크 채널상의 시간주기 이후 같은 프레임의 할당위치를 포함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제어정보와 채널 매핑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4a는 FDD 모드를 위한 프레임 제어

정보와 채널 매핑을 위한 제1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4b는 FDD 모드를 위한 프레임 제어정보와 채널 매핑을 위한

제2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이하에서 설명되는 FDD 모드는 상기 도 4의 TDD 모드와 유사한 동작으로 수행한다. 즉 프레임 제

어정보(32)는 FDD모드를 위한 순방향 제어채널을 통하여 기지국(11)으로부터 가입자 단말기(12)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때, 상기 프레임 제어정보(32)는 다운링크 채널과 업링크 채널의 매핑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다운링크 채널정보는

다운링크 채널상의 다운링크 서브프레임(34)의 할당 위치를 반영하고, 업링크 정보는 업링크 채널상의 업링크 서브프레임

(36)의 할당 위치를 반영한다.

여기서, 상기 도 4a에서, 특정한 업링크 채널정보는 업링크 채널상의 시간주기 이후 같은 프레임의 할당위치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업링크 또는 다른 다운링크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도움을 받는 기지국은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요구를 위

해 정의된 적어도 하나의 채널상의 파라미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접속채널상의 다중 백오프 도메인 할당은, 각 접속채널에 대응되는 다중 백오프 도메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통접속

채널의 분할정보를 가지는 가입자 단말기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의 발명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접속채널상의 다중 백오프 도메인 할당 과정을 도 5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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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각 접속채널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다중 백오프 도메인과 다중 접속채널의 두 가지 매핑 형태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5a는 다중 백오프 도메인 제공을 위한 업링크 접속 채널 매핑 형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5b는 다중 백오프 도메인 제공을 위한 업링크 접속 채널 매핑 형태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업링크 역방향 접속채널(UL-RACH-MAP)(400)은 다른 조합된 다운링크 방송정보 또는

업링크 채널상의 접속채널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상기 업링크 역방향접속채널(400)의 형태는 각 업링크 접속

채널에 대응되는 M개의 백오프 도메인과 N개의 업링크 접속채널들의 위치를 나타낸다.

상기 도 5a를 참조하면, 각 업링크 접속채널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는 적어도 하나의 업링크 채널 ID와, M개의 백오프 도메

인의 백오프 시작(start) 값과 백오프 종료(End) 값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1의 ID를 가지는 업링크(역방향) 접속채널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는 업링크 채널 식별자인 업링크 채널 ID 1(4102)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M개의 백오프 도메인들을 정

의하는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M개의 백오프 도메인의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즉, M번째 백오프 도메인의 순차적인 백오프 시작 값 M(4108)과 백오프 종료 값 M(4110) 등과 같은 M번째 백 오프 도메

인을 위한 값에서 첫 번째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 종료 값 1(4106)과 백오프 시작 값 1(4104)의 첫 번째 백오프 도메인을

정의하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업링크 역방향 접속채널(400) 형태 또한 다른 N-1개의 업링크 채널의 파라미터들의 할당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접속채널의 파라미터들의 할당형태는 상기 1의 식별자를 가지는 접속채널의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N개의 수를 가

지는 접속채널을 위해서 할당형태는 M개의 백오프 도메인의 4114부터 4120까지의 다른 파라미터 구역들과 N번째 접속

채널의 식별자(4112) 업링크 채널 ID N을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핸드오버 레인징 시작 값 및 핸드오버 레인징 종료 값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초기 레인징을 이용한 백오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즉 핸드오버 처리 기간동안 가입자 단말기의 초기 레인징 실행을

위한 최초 백오프 윈도우(Initial backoff window) 크기를 나타내는 HO_ranging_start와, 상기 초기 레인징을 이용한 백

오프의 종료점을 나타내는, 즉 핸드오버 처리 기간동안 가입자 단말기의 초기 레인징 실행을 위한 최종 백오프 윈도우

(Final backoff window) 크기를 나타내는 HO_ranging_end를 포함한다. 이 때, 상기 HO_ranging_start의 최고차수 비트

(the highest order bits)는 사용되지 않아야 되고, 그 값은 0으로 셋팅된다. 그리고, 상기 HO_ranging_end의 최고차수

비트 또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그 값 역시 0으로 셋팅된다. 여기서, 상기 백오프 값은 가입자 단말기들이 레인징 요청에

실패할 경우 다음번 레인징을 위해 대기해야하는 일종의 대기시간 값을 나타내며, 이 때, 상기 기지국은 가입자 단말기가

레인징에 실패할 경우 다음번 레인정을 위해 대기해야하는 시간 정보인 상기 백오프 값을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 송신한다.

다음으로, 상기 도 5b를 참조하면, 각 업링크 채널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들은 적어도 하나의 업링크 채널 식별자인 업링크

채널 ID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 시작 값 1과 각 업링크 접속채널 식별자에 대응되는 모든 백오프 도

메인의 백오프 종료 값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1의 식별자를 가지는 상기 업링크(역방향) 접속채널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들은 M 개의 백오프 도메인을 정의

하는 파라미터들뿐만 아니라 업링크 채널 식별자(업링크 채널 ID 1)(4202)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M개의 백오프 도메인의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다.

상기 M개의 백오프 도메인은 개별적인 첫 번째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 종료 값 1(4206)과 백오프 시작 값 1(4204)을 가

지는 첫 번째 백오프 도메인을 정의하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두 번째 백오프 도메인의 시작 값은 첫 번째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 도메인의 종료 값 1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백 오프 도메인의 종료 값들은 백오프의 종료 값 2(4208)부터 백오프 종료 값 M(4210)까지의 선언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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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링크 역방향 접속채널(400)의 형태에서 다른 N-1개의 접속채널의 파라미터를 위한 할당 형태는 식별자 1를 가지

는 접속채널의 파라미터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N개의 접속채널은 N번째 접속채널의 업링크 채널 ID N을 식별자로 가지

고, M백오프 도메인에 대해 4214부터 4220까지의 파라미터 영역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를 위한 백오프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기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알로하 기술상의 백오프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즉, 상기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상기

알로하 기술의 백오프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것에 의해 선택된 도메인상의 백오프 값을 선택하고 접속 형태에 따라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한다. 여기서, 상기와 같은 알로하 기술에서는 지수식 백오프 알고리즘이 널리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IEEE

802.16a 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이하, 설명되는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두개의 레벨 즉 2 레벨 백오프 도메인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먼저, 순방향 공통제어채널에서 검사에 의해 가입자 단말기(12)는 두개의 레벨 백오프 도메인의 할당정보에 대응되는 접

속채널 상에서 2 레벨 백오프 도메인의 할당정보와 관련된 역방향 접속채널의 정보를 획득한다. 이러한 2 레벨 백오프 도

메인은 업링크 역방향 접속채널(400) 형태에서, 특정한 접속채널에 대응되는 2개의 백오프 도메인들은 2개의 값을 가지는

M의 [0, β]와 [β＋1, r]로 정의된다. 여기서, 상기 γ(γ 〉β)과 β는 둘 다 양의 정수(integer)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

한 접속채널은 공통접속과 빠른 접속을 포함하는 접속 서비스의 두개의 형태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접

속 서비스는 이진 지수 백오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두개의 선택된 도메인 [0, 2β]와 [2β＋1, 2γ]에 의해 제공된다. 예를

들면, 가입자 단말기가 공통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오프 도메인 타임으로서 상기 두 번째 백오프 도메인 [2β＋1, 2γ]

으로부터 무작위(random)로 선택된다. 또한, 가입자 단말기가 빠른 접속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백오프 타임으로서 상기

첫 번째 백오프 도메인 [0, 2β] 으로부터 무작위로 선택된다.

여기서, 상기 γ과 β의 값은 가입자 단말기들의 수와 서비스 수행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즉, 상기 γ과 β의 선택은 접

속요구들 간의 충돌률과, 허용접속시간의 파라미터 등의 빠른 접속 서비스와 관련된 수행요구들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상기 γ과 β의 선택은 빠른 접속 요구와 공통접속요구들 사이에서 충돌률과, 공통접속 서비스의 허용접속시간의 파라미터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빠른 접속 서비스는 공통접속 서비스보다 더 짧은 접속 서비스 시간이 보장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 제안되는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상기 M이 2보다 큰 수를 갖는 상황에서도 쉽게 확장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지수 백오프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다른 형태 접속의 접속 서비스를 분리하기

쉽고, 백오프 도메인의 분할에 의한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적어도 2 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형태간에 접속

요구 충돌을 완화하기 쉬운 이점을 가진다. 더 나아가 다른 형태의 접속요구를 위하여 다른 공통접속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비교하면, 이러한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다른 네트워크 리소스와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다. 상기 다중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은 공통접속채널을 사용하는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빠른 접속을 제공하는 요구들을 만족시기위해 IEEE

802.16e에서 쉽게 전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요구를 정의하는 것과 다중 레젤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입자 단말기는 다른 업링크 방송정보와 업링크 채널을 검사하여 각 접속채널에 대응되는 접속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이 때, 통신시스템에 접속하고 서비스를 얻기 위한 공통접속채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는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선택된 기지국에 접속요구를 초기화 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다중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

는 주기 동안, 통신시스템은 가입자 단말기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통신시스템은 가입자 단말기의 요구에

대응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요구를 정의 할 수 있다.

이하, 공통접속채널 상에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IEEE 802.16e의 예와 함께 설명된다.

상기 다중 레벨 서비스는 공통접속요구 초기값과 핸드오버 처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공통접속요구 초기값을 고려할

때,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는 네트워크 진입 서비스를 간단히 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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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접속채널 상에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가입자 단말기에서는 업링크 방송 메시지 검사를

수행한다.

즉, 공통접속채널 상에서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지국은 주기적으로 또는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요

구에 대응되는 업링크 역방향 접속채널상의 다중 백오프 도메인의 매핑정보와, 업링크 채널의 할당정보를 포함하는 셀들

의 채널 할당정보를 방송한다. 이 때, 가입자 단말기는 다운링크상의 기지국과 동기화를 완결한 후, 다른 다운링크 방송정

보 또는 업링크 채널을 검사하여 업링크 접속채널의 파라미터 정보를 획득한다.

다음으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전송요구 초기화를 수행한다.

즉, 가입자 단말기는 선택된 업링크 접속채널 상에서 선택된 기지국의 접속요구를 초기화 할 수 있다. 공통접속채널 상의

핸드오버와, IEEE 802.16a와의 호환과, 접속초기값을 포함한 접속 서비스의 다른 형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입자 단말기

는 상기에서 언급된 다중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선택된 백오프 도메인의 백오프 시간을 결정하고 계산한다. 이

러한 방법은 적어도 2 레벨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접속 요구들의 형태들의 충돌을 쉽게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공통접속채널 상의 가입자 단말기의 핸드오버를 위해서는 접속요구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속요구 메시지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위해, IEEE 802.16e 명세의 예와 함께, 접속요구의 다른 형태를 위해 다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입자 단말기의 원래 접속 초기값은 RNG-REQ와 같은 IEEE 802.16a의 접속요구 메시지를 지속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 형태의 상기 메시지는 미리 할당된 의사랜덤코드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나, 최초의 RNG-REQ 접속 요구 메시지 상의 핸드오버 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영역을 덧붙이거나, 핸드오버 요구

ID를 가지는 접속 요구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접속 요구 메시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접속 요구 메시지는 MAC 계층의 접속요구 메시지 형태를 포함한다. 즉,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 메시지는

핸드오버 요구를 정의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접속요구 메시지이거나, 최초의 접속요구 메시지 RNG-REQ 상의 핸드오버

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영역을 덧붙일 수 있다. IEEE 802.16e 상의 OFDM 운용모드 또는 싱글 캐리어를 위해서, 핸드오버

를 위한 접속요구는 미리 할당된 접속요구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상기 핸드오버를 위해 미리 할당된 접속요구 메

시지의 형태를 도 6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를 위해 이용되는 접속요구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도 5는 핸드오버(RNG-REQ-HO)를 위해 미리 할당된 접속요구 메시지(500)의 형태를 나타

낸다. 여기서 미리 할당된 접속요구 메시지는 적어도 핸드오버 접속요구 형태의 ID(504)와 사용된 업링크 접속채널 i 식별

자(502)의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 메시지는 최초의 RNG-REQ 접속요구 메시지에 핸드오버 요

구 형태의 ID(504)를 더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의사랜덤코드(pseudo-random code) 기반의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공통접속채널에서 가입자 단말기는 의사랜덤코드에 의해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접속요구 메시지를 초기화 할 수 있다.

상기 초기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의사랜덤코드를 생성한다.

이러한 의사랜덤코드는 IEEE 802.16a에서 정의된 OFDMA 방식에서 이미 가입자 단말기의 요구에 의해 사용되는 3가지

형태의 의사랜덤코드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3가지 형태는 초기 레인징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와, 주기적인 레인징

과, 개별적인 대역폭을 포함한다.

상기 3가지 형태의 의사랜덤코드들은 다항식 생성기인 하기 수학식 1로부터 생성되고, 긴 의사잡음코드(pseudo-noise

code) 형태의 출력 값을 갖는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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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가지 형태, 즉 초기 레인징과, 주기적인 레인징 및 대역폭 요구에서 사용되는 의사랜덤코드는 긴 의사잡음코드의 출

력 값을 가지지만, 상기 각각에서 생성되는 클럭은 다른 값을 갖는다. 여기서, 상기 디폴트(default)의 경우에서는 각 의사

랜덤코드의 크기는 106비트를 가진다.

한편, 하드 핸드오버를 다루는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네트워크 진입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IEEE 802.16e의

OFDMA 운용 방식에서는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요구를 정의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기 시스템을

위해서, 의사랜덤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 메시지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IEEE 802.16a와의

호환성과 시스템 설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에 의해 H 의사랜덤코드가 요구된다. 상기 H 의

사랜덤코드 생성은 긴 의사잡음코드의 결과값을 가지지만, 클럭의 선택은 상기 3가지 종류의 의산랜덤코드들로부터 다르

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에 의해 요구되는 H 의사랜덤코드들의 생성의 일예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상기 수학식 1에 정의된 다항식 생성기의 출력에 나타나는 긴 의사잡음코드의 출력값, 즉 상기 첫 번째 N 코드들은 초기

레인징을 위해 사용되고, 클럭은 0부터 106＊N－1번째까지 선택된다.

다음으로 M 코드들은 주기적인 레인징을 위해 사용되고, 클럭은 106＊N부터 106＊(N＋M)－1번째까지 선택된다.

다음으로 L 코드들은 대역폭 요구를 위해 사용되고, 클럭은 106＊(N＋M)부터 106＊(N＋M＋L)－1까지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H 코드들은 하드 핸드오버를 위한 접속요구를 위해 사용되고, 클럭은 106＊(N＋M＋L)부터 106＊(N＋M＋L

＋H)－1까지 선택된다.

여기서, 상기 첫 번째 N코드들은 하드 핸드오버의 접속요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상기 M 코드들은 초기 레인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L 코드들은 주기적인 레인징에, 마지막으로 상기 H 코드들은 대역폭 요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각각의 코드들은 여러 종류의 배열로 구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의사랜덤코드의 할당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하드 핸드오버의 접속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상기 H 의사랜덤코드

들은 일반적으로 각 셀에 할당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H 의사랜덤코드들의 생성방법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또한

상기 각 셀에서는 특정 가입자 단말기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경우, 빠른 접속 서비스를 위해 새로 선택된 기지국에

의해서 할당되는 의사잡음코드가 랜덤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할당방법은 그 구성이 간단하고, 가입자 단말기와 시스템사

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메시지는 작지만 이동성에 있어서 그 특성이 떨어지고, 가입자 단말기 분배가 불규칙한 변화에서

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본 발명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은, 셀들의 요구에 따라 셀들의 H 의사랜덤코드들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각 셀들은 주기적 또는 요구에 따라 식별자를 보내거나 순방향 공통접속채널상의 다른 사인(sign)들을 보낸다. 그리고 공

통접속채널 상에서 검사에 의해, 가입자 단말기는 새롭게 선택된 기지국의 위치에서의 셀에 할당되는 의사잡음코드들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 단말기의 분배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지는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시스템은 과중한 핸드오버 트래픽을 가지는 셀들에 의사랜덤코드들을 더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시스템이 주

기적 또는 요구에 따라 의사랜덤코드들의 할당정보를 보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접속요구의 MAC 계층 응답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기지국은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접속요구를 정확히 받은 이후,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의 접속요구를 위한 고유의

연결 식별자 CID(Connection Identifier)를 할당한다. 이 때, 상기 기지국은 핸드쉐이크(HandShake) 방식을 통하여 가입

자 단말기의 접속요구를 처리한다. 이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RNG-REQ-HO 또는 RNG-REQ 접속요구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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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이후, 기지국이 가입자 단말기에 의해 접속요구를 초기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한다.

시스템 확인이 완료되면, 상기 기지국은 가입자 단말기에게 RNG-RSP 접속요구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따라,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이러한 접속요구를 위해 설명되어진 상기 고유의 연결 식별자 CID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되는 공통접속채널에서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

다.

IEEE 802.16e에서, 하드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 가입자 단말기는 새롭게 선택된 기지국의 접속 요구를 초기화 할 수 있다.

이 때, IEEE 802.16a와 호환하기 위해서,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절차는 IEEE 802.16a의 네트워크 진입절차과정을 동일하

게 유지할 수 있다. IEEE 802.16e의 네트웍크 진입절차를 상기 IEEE 802.16a의 네트워크 진입 절차와 비교하면, 하드 핸

드오버를 위한 가입자 단말기의 네트워크 진입절차는 시간과, 시스템의 관련 서비스 용량과 같은 몇몇 정보교환 과정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상기 핸드오버에 따른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기 핸드오버에 따른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절차는 먼저,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순방향채널에서 검사(detecting), 추적

(tracing)을 통하여 상기 기지국과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후, 가입자 단말기는 순방향 및 역방향 채널 할당 정보를 획득

한다. 이 때,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접속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선택된 기지국과 상호 협력하여 동작을 수행하게 되

는데, 이러한 접속절차는 가입자 단말기의 부분인증과 등록단계를 수행하고, 세션 연결을 재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핸드오버 발생을 포함하는 레인징절차를 도 7을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상기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하드 핸드오버가 발생했을 때 레인징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7a는 IEEE 802.16e

의 하드 핸드오버 발생시 레인징 절차를 나타낸 것이고, 도 7b는 OFDMA 방식에서의 하드 핸드오버 발생시 레인징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하드 핸드오버 발생시 레인징 절차는 IEEE 802.16a의 초기 레인징 절차와의 호환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상기 도 7a를 참조하면, 타임 t0에서 기지국(11)은 주기적으로 또는 요구에 따라 공통접속 요구채널 상의 셀의 업링크 채

널 메시지를 방송한다.

타임 t1에서 셀 상의 특정 가입자 단말기는 업링크 채널 메시지를 받는다. 여기서 업링크 채널 메시지는 상기 도 4에서 보

여진 바와 같이 M이 2인 구현에서 접속채널 업링크 역방향접속채널을 나타내는 관련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

정 가입자 단말기는 접속채널을 선택한다.

타임 t2에서, 상기 특정 가입자 단말기는 선택된 접속채널의 기지국에 RNG-REQ 또는 RNG-REQ-HO 접속요구를 초기

화 한다.

타임 t3에서는 기지국이 접속요구 메시지를 받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t3 시간기간동안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로부터의

접속요구 메시지로 인해 발생되는 충돌은 특정 가입자 단말기를 위한 접속요구 메시지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가

입자 단말기가 몇몇 시간주기 동안 기다린 이후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특정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 요구에 대응되는 접속요

구 응답 메시지를 정확히 받지 못한다면, 이 접속요구를 실패로 결정한다. 그리고 가입자 단말기는 접속 서비스형태에 따

라 대응된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핸드오버를 위한 첫 번째 백 오프 도메인을 선택하고, 공통접속요

구를 위한 두 번째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입자 단말기 각각은 타임 t4에서 t2동안 다중레벨 백오프 알고리

즘으로 백오프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타임 t4에서는 가입자 단말기가 RNG-REQ 또는 RNG-REQ-HO 접속요구 메시지를 초기화 하는 것을 가정한다.

타임 t5에서는 기지국이 가입자 단말기의 RNG-REQ 또는 RNG-REQ-HO 접속 요구 메시지를 정확히 받는다. 이러한 접

속요구를 위한 식별자를 할당하고 접속응답메시지를 보낸다.

타임 t6에서는 상기 응답메시지는 응답을 위한 몇몇 사인을 포함하는 가입자 단말기를 위한 ID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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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t7에서는 만약 가입자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RNG-RSP 응답메시지를 정확히 받았다면, RNG-REQ 또는 RNG-

REQ-HO 접속 요구 메시지를 초기화 한다.

타임 t8에서는 가입자 단말기가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관련정보를 정확히 받은 것을 기지국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접속 요구에 대응됨과 아울러 기지국에 의해 할당되는 식별자를 전송한다.

타임 t9에서는 가입자 단말기의 RNG-REQ 또는 RNG-REQ-HO 접속 요구 메시지를 기지국이 받는 동안, 가입자 단말기

가 응답을 정확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시스템은 계속에서 다음 스텝을 진행한다.

한편, 상기 도 7b를 참조하면, 도 7b는 발명에 의해 제안된 특히, IEEE 802.16에서의 OFDMA 모드를 위한 하드 핸드오버

의 발생을 지원하는 레인징 절차를 나타낸다. 상기 도 7a와 비교하면, 주요 차이점은 레인징을 위해 의사랜덤코드들에 의

하여 접속요구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공통접속채널상의 하드 핸드오버의 접속요구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함과 아

울러 하드 핸드오버 발생시 네트워크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가입자 단말기는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 공통접속채

널상의 접속요구를 완료하기 위해 미리 할당된 의사랜덤코드를 선택한다. 여기서, 각 셀들의 할당 방법 및 의사랜덤코드들

의 생성방법은 상기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다.

이하, 상기한 레인징 처리 기간동안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의한 구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 요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가입자 단말기는 공통제어채널 상에서 검사에 의해 주기적으로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메시지를 수

신한다(702). 이 때, 상기 방송 메시지의 수신이 t1의 주기동안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704), 에러로 인식하여 재초기

화를 수행한다(706). 여긴서, 상기 t1은 상기 방송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방송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t1 시간 이내에 업링크 채

널정보(UL-MAP)를 수신하게 되면(708), 상기 획득한 업링크 채널정보에 접속채널 그룹의 할당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이 때,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접속채널 그룹으로부터 접속채널을 랜덤(random)하게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접속채널

내의 접속요구 메시지 RNG-REQ-HO 또는 RNG-REQ를 전송한다(712). 여기서, 상기 RNG-REQ-HO의 형태는 상기에

서 상술한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에 상응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접속요구 메시지 전송 후, 기지국으로부터

의 응답 메시지 RNG-RSP 수신을 대기한다(714).

여기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응답 메시지 RNG-RSP 수신을 대기하는 시간이 t2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716), 재전송 수와 미리 선언된 값을 비교한다(718). 여기서 상기 t2는 가입자 단말기가 응답을 기다는 최대 시간을

나타낸다.

한편,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응답 메시지 RNG-RSP 수신을 대기하는 시간과 t2의 비교결과 상기 재

전송 수가 미리 선언된 값보다 큰 경우에는 에러 표시 및 발생된 에러에 대한 처리를 수행한다(720). 상기 비교결과 상기

재전송 수가 미리 선언된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기 재전송 수와 허용될 수 있는 접속 처리 시간을 비교한다(722). 이 때,

허용 접속 처리 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상기 720 단계로 진행하여 에러 처리를 수행(720)하고, 허용 접속 처리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따라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한다(724).

여기서, 상기 우선순위는 상기 백오프의 시작점과 종료점에 대응되어 선택된다. 예를 들면, 하드 핸드오버 발생시, 상기 가

입자 단말기는 하드 핸드오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백오프 도메인을 선택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단계 724를 수행한 후,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다줄 레벨 백오프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백오프 도메인으로

부터 백오프 값을 선택한다(726). 상기 백오프 값 선택이 완료되면, 상기 백오프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대기한다(728). 이

어서, 상기 백오프 시간이 만료되면,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술한 바와 같은 접속채널에서 RNG-REQ-HO 또는 RNG-

REQ 메시지를 재전송(730)한 후, 상기 단계 714로 진행하여 다음 응답 메시지 RNG-RSP 수신을 대기한다.

한편,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단계 714에서 응답 메시지 수신 대기시간(t2)동안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응답 메시지

RNG-RSP를 수신하게 되면, 상기 응답 메시지 RNG-RSP에 따른 로컬 파라미터(Local Parameter)를 조절한다(732). 이

어서 상기 가입자 단말기는 상기 로컬 파라미터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734). 이 때, 상기 조절된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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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가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에러 처리를 수행하고(740), 상기 조절된 파라미터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상기 선택된

접속채널 상의 접속요구 메시지 RNG-REQ-HO 또는 RNG-REQ를 재전송 한다(736). 이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절

차를 처리한다(738).

한편, 상기 RNG-REQ 또는 RNG-REQ-HO 메시지는 상기 접속요구를 위해 할당된 기지국의 식별자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접속요구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관련정보를 성공적으로 받게되는 기지국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

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

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공통접속채널에서 다중 레벨 접속 서비스 제공 방법에 따르면, 가입자 단말기들이 레인

징 요청에 실패할 경우 다음 재요청까지의 대기시간인 백오프 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 핸드오버시 레인징 요

청이 실해하면 우선순위기 높은 앞시간의 백오프 시간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빠른 핸드오버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을 가진

다.

또한, 본 발명은 다중접속요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접속채널을 사용함으로써 핸드오버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요구

를 정의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역폭과 같은 네트워

크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시스템을 하드 핸드오버에 의한 빠른 접속 서비스의 요구를 상충하고, 핸드오버처리에 의해 요구되는 네

트워크 진입절차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가입자 단말기의 빠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동수의 다항식 생성기(the same polynomial generator)를 이용한 의사랜덤코드 형태의 생성방법을 통해

IEEE 802.16a의 기술과 호환되기 쉽고, 시스템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이진 의사랜덤코드의 할당방법은 하드 핸드오버의

접속요구 형태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용이한 이점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 구조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순방향과 역방향 채널을 위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TDD 방식을 위한 프레임 제어정보와 채널 매핑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FDD 방식을 위한 프레임 제어정보와 채널 매핑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각 접속채널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다중 백오프 도메인과 다중 접속채널의 두 가지 매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핸드오버를 위해 이용되는 접속요구 메시지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하드 핸드오버가 발생한 경우 레인징 처리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가입자 단말기의 접속 요구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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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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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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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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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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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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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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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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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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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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