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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핸드 오프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통신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핸드 오프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핸드 오프 장치인 무선 통신

단말은, 제1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제1접속필요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제1접속필요정보를 제1액세

스 포인트로부터 수신하고 제1접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을 수행하며 통신을 수행하는 중 핸드

오프가 발생하면 저장된 제1접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액세스 포인트들에게 각각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제2접속필

요정보를 요청하는 무선부, 및 주변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수신된 제2접속필요정보를 기초로 새로 접속할 제2액세스 포

인트를 결정하며 결정된 제2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갖는다. 이에 따라, 미리 저장한 접속필요정

보를 이용하여 핸드 오프시 주변 액세스 포인트드로부터 접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함으로써, 접속필요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중인 통신의 끊김이 없이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0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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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통신 단말에 있어서,

제1액세스 포인트의 아이피 정보 및 제1 MAC(Medium Access Control)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상기 아이피 정보 및 제1 MAC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와 동일한 아이피를

가지는 제2액세스 포인트로 핸드오프가 발생할 경우, 상기 제2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제2 MAC 정보를 요청하여 상기 제2

액세스 포인트로 핸드오프하는 무선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아이피 정보를 기반으로 제2액세스 포인트의 제2 MAC 정보 수신 및 제2액세스 포인트로 핸드오프

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상기 제1 MAC 정보를 상기 제2 MAC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무선 통신 단말이 초기화될 때 상기 아이피 정보 및 제1 MAC 정보를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로부터 획득하여 상기 메

모리부에 저장하고,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이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상기 상기

아이피 정보 및 상기 제1 MAC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

말.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피 정보, 상기 제1 MAC 정보 및 상기 제2 MAC 정보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 형태를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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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이피 정보는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에 고유하게 할당된 고유 아이피 및 상기 제1 및 제2 액세스 포인트에 공통으로

할당된 공통 아이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MAC 정보는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의 고유 식별 정보인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cation)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

청구항 8.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통신 단말의 핸드 오프 방법에 있어서,

제1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피 정보 및 제1 MAC(Medium Access Control) 정보를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로부터 획득하여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아이피 정보 및 상기 제1 MAC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통신을 수행하는 중 핸드 오프가 발생하면, 상기 저장된 아이피 정보를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의 주변 액세스 포인트

각각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제2 MAC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요청에 대응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변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2 MAC 정보를 기초로 새로 접속할 제2액

세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상기 제2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 접속할 제2액세스 포인트가 결정되면, 상기 저장된 제1 MAC 정보를 상기 제2 MAC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단계는

상기 아이피 정보, 상기 제1 MAC 정보 및 상기 제2 MAC 정보를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 형태로 저

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 오프 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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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아이피 정보는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에 고유하게 할당된 고유 아이피이며, 상기 제1 및 제2 액세스 포인트에 공통으

로 할당된 공통 아이피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1 MAC 정보 및 상기 제2 MAC 정보는 상기 제1액세스 포인트 및 상기 제2액세스 포인트 각각의 고유 식별 정보인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cation) 정보에 대응하는 MAC(Medium Access Control) 정보를 포함하는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 오프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 오프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성 통화를 수행하는 중에 현재 접속된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형성된 무선망을 벗어나 이웃하는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형

성된 무선망으로 이동함에 따른 채널 재 접속이 필요한 경우 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다 안정되고 신속한 핸드 오프

가 가능하도록 하는 액세스 포인트 간의 핸드 오프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핸드 오프(Hand off)란, 무선 단말기가 이동을 하면서 최적의 무선 링크에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인근의 액세스 포인트로

스위칭하는 것을 말한다.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무선 채널을 변경하는 과정 즉,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와의 무선 채널을 설정하고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와 설정된 채널을 해제하는 등의 무선 채널의 변경 과정 및 무선

채널 변경 과정과 병행하여 통신망 안에서 데이터의 전송 경로가 바뀜에 따른 경로 재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도 1은 복합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복합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무선 통신 단말(10),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AP)(20), 유선 랜(LAN)(30), 인터넷망(internet)(40), 공중 전화망(Public Switched Telecommunications

Network: PSTN)(50), 사설교환기(Private Branch Exchange: PBX)(60), 및 무선 랜(Wireless Local Area

Network::WLAN)(8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무선 랜(80)을 통하여 무선 통신 단말(10)과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액세스 포인트(20)에는 각각 유선 랜

(30) 및 사설교환기(60)가 접속된다. 여기서 유선 랜(30)은 개인용 컴퓨터(72)가 접속되는 인터넷망(40)에 연결된다. 사설

교환기(60)는 전화기(74)가 접속되는 공중 전화망(50)에 연결된다.

이하 상기와 같은 구성의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음성 패킷 및 데이터 패킷의 전송 경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음성 패킷이란 통화자 상호간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전송이 필요한 패킷을 말하며, 데이터 패킷이란 음성 패

킷과 달리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의 패킷을 말한다.

무선 통신 단말(10)은 데이터 패킷만을 송수신하는 데이터 전용 단말, 음성 패킷만을 송수신하는 음성 전용 단말, 및 음성

과 데이터 패킷을 함께 송수신할 수 있는 복합 통신 단말로 구분될 수 있다. 무선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단

말(11),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13), 및 무선 랜 카드가 탑재된 휴대용 컴퓨터(15) 등과 같은 무선 통신 단말

(10)은 음성 또는 데이터를 패킷 형태로 무선 랜(80)을 통해 송신한다. 이때 무선 통신 단말(10)은 일반 데이터는 물론, 사

용자로부터 입력되는 음성신호를 펄스 부호 변조(Pulse code modulation: PCM) 음성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압축

하여 무선 랜 통신 규격으로 설정된 신호 프레임으로 변환하여 음성 데이터 또한 패킷 형태로 액세스 포인트(20)에 송신한

다.

무선 통신 단말(10)로부터 음성 또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한 액세스 포인트(20)는 수신된 패킷을 음성 패킷과 데이터 패킷

으로 구분하여 해당 목적지로 전송되기 위한 경로로 출력한다. 즉, 액세스 포인트(20)는 수신된 패킷이 음성 패킷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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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음성 패킷을 사설 교환기(60) 및 공중 전화망(50)을 거쳐 전화기(74)로 전송되도록 해당 경로로 출력한다. 또한 액세

스 포인트(20)는 수신된 패킷이 데이터 패킷이면, 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유선 랜(30) 및 인터넷망(40)을 거쳐 개인용 컴퓨

터(72)로 전송되도록 해당 경로로 출력한다.

개인용 컴퓨터(72)는 액세스 포인트(20), 유선 랜(30), 및 인터넷망(40)을 거쳐 무선 통신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된 데이

터 패킷을 수신 및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패킷을 무선 통신 단말기(10) 측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화기(74)는 액세스 포인트(20), 사설 교환기(60), 및 공중 전화망(50)을 거쳐 무선 통신 단말기(10)로부터 전송된 음성

패킷을 수신하고 이에 대응하여 무선 통신 단말기(10) 측과 음성 통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개인용 컴퓨터(72)로 부터 인터넷망(40) 및 유선 랜(30)을 거쳐 데이터 패킷이 수신되면, 액세스 포인트(20)는 수신

한 패킷 데이터를 무선 랜 통신 규격으로 변환하여 무선 랜(80)을 통해 목적지인 무선 통신 단말(10) 측으로 전송한다. 또

한, 전화기(74)로 부터 공중 전화망(50) 및 사설 교환기(60)를 거쳐 PCM 음성 데이터가 수신되면, 액세스 포인트(20)는

수신한 음성 데이터를 음성 패킷으로 변환하여 무선 랜(80)을 통해 목적지인 무선 통신 단말(10) 측으로 전송한다.

무선 통신 단말(10)은 현재 위치하는 액세스 포인트(20)에 의해 형성된 망에서 이웃하는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형성된 망

으로 이동시에 핸드 오프가 발생한다.

도 2는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 오프가 발생하는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VoIP 단말(11)이 제1액세스 포인트(22)의 서비스 영역(22a)에서 제2액세스 포인트(24)의 서비스

영역(24a)으로 이동함에 따라 핸드 오프가 발생하면, 무선 VoIP 단말(11)은 제1액세스 포인트(22)와 접속을 해제하고 제

2액세스 포인트(24)와 무선 접속하여 음성 통신을 수행한다. 이때 제2액세스 포인트(24)와 무선 VoIP 단말(11)은 소정 시

간 간격으로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을 통해 얻어진 상대측의 아이피 및 MAC(Medium Access Control) 정보를 기초로 핸드

오프로 인한 무선 접속을 수행한다.

도 3은 종래에 무선 통신 단말(10)의 핸드 오프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무선 VoIP 단말(11)은 음성 통신용 데이터가 발생하면(S11), 무선 VoIP 단말(11)이 속해 있는 제1액세스 포인트(22)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 정보를 요구하는 신호를 제1액세스 포

인트(22)로 전송한다(S13). 제1액세스 포인트(22)는 ARP 테이블 정보의 요구 신호에 응답하여 제1액세스 포인트(22)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 정보를 무선 VoIP 단말(11)로 전송한다(S15). 무선 VoIP 단말(11)은 제1액

세스 포인트(22)로부터 전송된 ARP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음성 데이터를 제1액세스 포인트(22)로 전송한

다(S17).

제1액세스 포인트(22)는 무선 VoIP 단말(11)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여 해당 목적지로 전송하고, 해당 목적지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수신한다.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면, 무선 VoIP 단말(11)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

이블 정보를 요구하는 신호를 무선 VoIP 단말(11)로 전송한다(S19). 무선 VoIP 단말(11)은 ARP 테이블 정보의 요구 신호

에 응답하여 무선 VoIP 단말(11)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 정보를 제1액세스 포인트(22)로 전송한

다(S21). 제1액세스 포인트(22)는 무선 VoIP 단말(11)로 부터 전송된 ARP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음성 데

이터를 무선 VoIP 단말(11)로 전송한다(S23).

한편, 무선 VoIP 단말(11)은 제1액세스 포인트(22)의 무선 망에서 제2액세스 포인트(24)의 무선 망으로 이동하여 핸드 오

버 조건이 발생하면(S25), 제1액세스 포인트(22)와 접속이 끊김에 따라 제2액세스 포인트(24)와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소

정 시간(300초) 동안 수행 중이던 음성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무선 VoIP 단말(11)은 핸드 오프 발생시 제2액세스 포인트(24)와 접속하기 위해 이하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과정 동안에는 통화가 불통된다.

무선 VoIP 단말(11)은 제1액세스 포인트(22)의 무선 망에서 제2액세스 포인트(24)의 무선 망으로 이동하면, 무선 VoIP

단말(11)이 속해 있는 제2액세스 포인트(24)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 정보를 요구하는 신호

를 제2액세스 포인트(24)로 전송한다(S27). 제2액세스 포인트(24)는 ARP 테이블 정보의 요구 신호에 응답하여 제2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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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포인트(24)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 정보를 무선 VoIP 단말(11)로 전송한다(S29). 무선 VoIP

단말(11)은 제2액세스 포인트(24)로부터 전송된 ARP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음성 데이터를 제2액세스 포

인트(24)로 전송한다(S31).

제2액세스 포인트(22)는 무선 VoIP 단말(11)로 전송할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면, 무선 VoIP 단말(11)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 정보를 요구하는 신호를 무선 VoIP 단말(11)로 전송한다(S33). 무선 VoIP 단말(11)은

ARP 테이블 정보의 요구 신호에 응답하여 무선 VoIP 단말(11)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 정보를 제

2액세스 포인트(24)로 전송한다(S35). 제2액세스 포인트(24)는 무선 VoIP 단말(11)로 부터 전송된 ARP 테이블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기초로 음성 데이터를 무선 VoIP 단말(11)로 전송한다(S37).

따라서 핸드 오프가 발생하면 무선 VoIP 단말(11)은 액세스 포인트들의 고유 식별 정보인 MAC 정보를 새롭게 갱신하여

야 하는데, 이러한 MAC 정보 갱신 과정(S27 내지 S35)이 수행되는 동안(300초 내외)은 이전에 수행 중이던 통신 서비스

가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무선 통신 단말(110)과 액세스 포인트(200)는 소정 시간 간격(예를 들어, 300초) 간격으로 상호 간에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을 교환한다. 액세스 포인트(20)는 무선 통신 단말(10)의 아이피 및 MAC 정보로 구

성되는 ARP 테이블을 획득하고, 무선 통신 단말(10)은 액세스 포인트(20)의 공통 아이피 및 MAC 정보로 인식하는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cation)로 구성되는 ARP 테이블을 획득한다. 이와 같은 각 ARP 테이블을 이용하여 무

선 통신 단말(10)과 액세스 포인트(20) 간에 상호 무선 데이터 통신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무선 통신 단말(10) 및 액세스 포인트(20)는 각 ARP 테이블의 해당 정보들을 각각 저장하지 않고 단지 소정 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시점에 이용 여부에 따라 무선 통신 접속에 이용 또는 삭제한다. 따라서 무선 통신 단말(10)은 제1액세

스 포인트(22)에서 제2액세스 포인트(24)로 핸드 오프가 발생하면, 제2액세스 포인트(24)의 ARP 테이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300초) 동안 통신 접속이 끊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한 무선 데이터 통신 수행 중 핸드 오프 발생

시 통신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핸드 오프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중에 핸드 오프 발생시 이동한 영역의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을 위해 수행되는 과정에 의해 소

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핸드 오프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은,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액세스 포인

트에 접속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통신 단말에 있어서, 제1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제1접속필요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제1접속필요정보를 제1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하고 제1접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제1액세스 포인

트와 통신을 수행하며 통신을 수행하는 중 핸드 오프가 발생하면 저장된 제1접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변

액세스 포인트에게 각각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제2접속필요정보를 요청하는 무선부, 및 핸드 오프 발생

을 감지하여 무선부의 동작을 제어하고 적어도 하나의 주변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제2접속필요정보를 기초로 새로

접속할 제2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며 결정된 제2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메모리부에 저장된 제1접속필요정보에 접속 결정된 제2액세스 포인트의 제2접속필요정보

를 업데이트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무선 통신 단말이 초기화될 때 제1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제1접속필요정보를 획득하여 메모

리부에 저장한다. 이 후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이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제어부는 메모리부에 저장된 제1접

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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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접속필요정보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 형태를 갖는다. 상기 제1접속필요정보는 제1액세스

포인트의 아이피 정보 및 MAC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아이피 정보는 제1액세스 포인트에 고유하게 할당된 고유 아이피

및 제1 및 제2 액세스 포인트에 공통으로 할당된 공통 아이피를 포함한다. 상기 MAC 정보는 제1액세스 포인트의 고유 식

별 정보인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cation) 정보이다.

한편,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 오프 방법은,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통신 단말의 핸드 오프 방법에 있어서, 제1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

한 제1접속필요정보를 제1액세스 포인트로부터 획득하여 저장하는 단계, 제1접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제1액세스 포인트

와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 통신을 수행하는 중 핸드 오프가 발생하면 저장된 제1접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변 액세스 포인트에게 각각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제2접속필요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요청에 대응하여

적어도 하나의 주변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제2접속필요정보를 기초로 새로 접속할 제2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는

단계, 및 결정된 제2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실시예의 핸드 오프 방법은, 새로 접속할 제2액세스 포인트가 결정되면, 저장된 제1접속필요정보에 제2

접속필요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저장 단계에서는 무선 통신 단말이 초기화될 때 제1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제1접속필요정보를 제공받

아 저장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또한 상기 통신 수행 단계에서는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이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하

면 저장된 제1접속필요정보를 이용하여 제1액세스 포인트와 통신 접속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상기 제1접속필요정보는, 제1액세스 포인트에 고유하게 할당된 고유 아이피 정보, 제1 및 제2 액세스 포인트에 공통으로

할당된 공통 아이피 정보, 및 제1액세스 포인트의 고유 식별 정보인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cation) 정보에 대

응하는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 형태를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르면, 초기 등록 과정을 통해 무선 통신 단말과 액세스 포인트가 서로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

는 ARP 테이블을 각각 저장하고 패킷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 저장한 ARP 테이블을 기초로 상호간에 신속한 통신 접속이

가능함으로써, 상호 간에 통신 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핸드 오프

발생 시 주변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고유 식별 정보(BSSID)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고유 식별 정보의 수신전계강도를 기초

로 새로 접속할 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고 결정된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한 고유 식별 정보를 MAC 정보로 하여 ARP

테이블에 업데이트함으로써, ARP 테이블 정보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에 300초에서 수 내지 수백 밀리 초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중인 통신의 끊김이 없이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

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간략하게 기술 또는 생략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접속된 액세스 포인트의 변경에 따른 핸드 오프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무선 통신 단

말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서 무선 통신 단말은 도 1에 도시된 무선 통신 단말(10)의 모든 기기(11,13,15)에 적용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기기들(11,13,15) 중 무선 VoIP 단말(11)을 예로 설명하고, 이하에서 개시하는 본 발명의 특징은 이 외의 무선 통신

단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선 VoIP 단말"을 본 발명이 동일하

게 적용되는 "무선 통신 단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단말(110)은 제어부(111), 사용자 인터페이스(112), 마이크(113), 스피커(114), 메모리부

(115), 디스플레이부(117), 및 무선부(118)로 구성된다.

제어부(111)는 무선 통신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12)는 사용자에 의해 이용하고

자 하는 해당 명령을 입력받아 제어부(111)에 제공한다. 마이크(113)는 오디오 신호 및 음성 신호를 독취하여 제어부에 제

공하고, 스피커(114)는 저장된 오디오 신호 및 외부 망으로부터 수신한 음성 데이터를 제어부(111)의 제어에 따라 출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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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부(115)에는 무선 통신 단말기(100)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정보 및 동작 결과에 따른 데이터들이 저장된다. 또

한 메모리부(115)에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해 무선 통신 단말기(100)에 할당된 아이피 및 MAC 정보가

저장된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메모리부(115)에는 무선부(118)를 이용하여 무선 랜을 통해 액세스 포인

트와 접속하기 위해 이용되는 액세스 포인트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116)이 저장된다.

디스플레이부(117)는 제어부(111)의 제어에 따라 해당 데이터 및 무선 통신 단말기(100)의 동작 상태 정보 등을 표시한

다. 무선부(118)는 제어부(111)의 제어에 의해 무선 랜을 통해 액세스 포인트와 패킷 통신을 수행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기의 신속한 핸드 오프 수행을 위해 적용되는 액세스 포인트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200)는, 제어부(210), 무선부(220), 데이터 인터페이스부(230), 메모리부(240), 음성 데

이터 처리부(250), 음성 인터페이스부(260), 및 전원부(270)로 구성된다.

무선부(220)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100)과 무선 랜을 통해 패킷을 송수신한다. 상기 무선부(120)

는 무선 통신 단말(100)로 부터 수신한 패킷은 제어부(210)로 출력하고, 제어부(210)로부터 입력되는 패킷은 무선 통신

단말(100)로 송신한다.

데이터 인터페이스부(230)는 유선 랜(300)과 액세스 포인트(200)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인터페이스

부(230)는 입력되는 데이터 패킷을 데이터망인 유선 랜(300)으로 전송하고 유선 랜(300)에서 입력되는 데이터 패킷을 제

어부(210)로 출력한다.

메모리부(240)는 음성 패킷 메모리와 데이터 패킷 메모리로 구성된다. 메모리부(240)를 구성하는 음성 패킷 메모리와 데

이터 패킷 메모리는 제어부(210)의 제어에 따라 입력되는 음성 패킷과 입력되는 데이터 패킷을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출

력한다. 또한 메모리부(240)에는 액세스 포인트(200)에 접속되는 무선 통신 단말기(100)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는 ARP 테이블(245)이 저장된다.

음성 데이터 처리부(250)는 입력되는 음성 패킷을 펄스 부호 변조(Pulse code modulation: PCM) 음성 데이터로 디코딩

하여 음성 인터페이스부(260)로 출력하고, 입력되는 PCM음성 데이터를 음성 패킷으로 코딩하고, 반향을 제거하여 메모리

부(240)로 출력한다.

음성 인터페이스부(260)는 액세스 포인트(200)와 연결된 음성 데이터 스위치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교환기(600)와 음성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한다. 음성 인터페이스부(260)는 음성 데이터 처리부(250)에서 입력되는 PCM 음성

데이터를 사설교환기(600)로 전송하고, 사설교환기(600)에서 입력되는 PCM 음성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 처리부(250)로

출력한다.

전원부(270)는 사설교환기(600)로부터 원격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제어부(210)의 제어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200)를 구

성하는 모든 기능 단말로 전원을 공급한다.

제어부(210)는 액세스 포인트(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음성 패킷과 데이터 패킷 처리에 관한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부(210)는 패킷이 무선부(220)에서 입력되면 우선 패킷의 종류를 판별하여 음성 패킷이면, 상기 패킷을 음성 패킷 메

모리로 출력하고, 음성 데이터 처리부(250)로 음성 패킷이 출력되도록 메모리부(240)를 제어한다. 제어부(210)는 패킷이

데이터 패킷이면, 패킷을 메모리부(240)의 데이터 패킷 메모리로 출력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230)로 데이터 패킷이 출

력되도록 메모리부(240)를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210)는 데이터 인터페이스(230)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패킷을 데이터 패킷 메모리로 출력하고, 무선부

(220)로 데이터 패킷이 출력되도록 메모리부(240)를 제어한다. 제어부(210)는 음성 데이터 처리부(250)에서 음성 패킷

메모리로 입력되는 음성 패킷이 제어부(210)로 출력되도록 메모리부(240)를 제어하고, 메모리부(240)로부터 입력되는 음

성 패킷을 무선부(220)로 출력한다.

도 6은 도 4 및 도 5의 무선 통신 단말(110) 및 액세스 포인트(200)의 계층 구조 및 계층상에서의 패킷 전송 경로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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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 단말(110)은 어플리케이션 계층(121), TCP/UD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User

Datagram Protocol)계층(123), IP 계층(125), 무선 MAC(Medium Access Control)계층(127), 무선 물리 계층(129)으로

구성된다. 액세스 포인트(200)는 어플리케이션 계층(201), TCP/UDP 계층(202), IP 계층(203), 무선 MAC 계층(204), 무

선 물리계층(205), 유선 MAC 계층(206), 유선 물리 계층(207)으로 구성된다.

무선 통신 단말(110)은 어플리케이션 계층(121), TCP/UDP 계층(123), IP 계층(125), 무선 MAC 계층(127)을 통해 패킷

을 무선 랜 송수신시 알맞은 포맷으로 구성하고, 목적지 IP 주소를 할당받아, 무선 물리 계층(129)을 통해 액세스 포인트

(200)로 전송한다.

액세스 포인트(200)는 무선 물리 계층(205)을 통해 패킷을 수신하여 상위 계층인 무선 MAC 계층(204)으로 전송한다. 무

선 MAC 계층(204)은 입력된 패킷이 음성 패킷이면 IP 계층(203)으로 전송한다. 이 후 음성 패킷은 TCP/UDP 계층(202)

및 어플리케이션 계층(201)을 통해 디코딩과 같은 해당 과정에 따라 처리된 후 다른 유선 망으로 전송된다.

무선 MAC 계층(204)은 입력된 패킷이 데이터 패킷이면 유선 MAC 계층(206)으로 전송하고, 유선 MCA 계층(206)은 입

력된 데이터 패킷을 유선 물리 계층(207)으로 전송한다. 데이터 패킷은 유선 물리 계층(207)을 통해 데이터 망으로 전송된

다.

한편 무선 통신 단말(110)은 현재 위치하는 액세스 포인트(200)에 의해 형성된 망(무선 랜)에서 이웃하는 액세스 포인트

에 의해 형성된 망으로 이동시에 핸드 오프가 발생한다.

액세스 포인트(200) 및 무선 통신 단말(110)에는 각각 자신의 아이피 및 고유 식별정보인 MAC 정보가 할당된다. 무선 통

신 단말(110)은 시스템 초기화시 위치하는 영역의 액세스 포인트(200)와 상호 간에 상대측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획득

하여 ARP 테이블로서 저장한다.

도 7은 액세스 포인트(200) 및 무선 통신 단말(110)에 할당 및 상호 교환된 각각의 아이피 및 MAC 정보의 예를 도시한 도

면이다.

액세스 포인트(200)에 할당되는 아이피 및 MAC 정보(200a)는 고유 아이피(IP), 공통 아이피, 및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cation) 정보가 있다. 여기서 고유 아이피는 유선 랜(300)을 통해 외부로부터 액세스 포인트(200)에 접속할 때

이용되는 주소정보이다. 공통 아이피는 무선 랜(800)을 통해 무선 통신 단말(110)이 음성 패킷을 전송할 때 이용되는 주소

정보이다. 여기서 공통 아이피는 사설 교환기(600)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액세스 포인트들에게 동일하게 할당된다.

BSSID는 액세스 포인트(200)의 고유 식별을 위한 MAC 주소 정보이다.

무선 통신 단말(110)에는 아이피 및 MAC 정보(100a)가 할당된다. 아이피는 무선 통신을 위해 무선 통신 단말(110)에 할

당되는 주소 정보로서, 액세스 포인트(200)가 무선 랜(800)을 통해 접속 시에 이용된다. MAC 정보는 무선 통신 단말

(110)의 고유 식별을 위한 주소 정보이다.

무선 통신 단말(110)과 액세스 포인트(200)는 시스템 초기화 시 상호 간에 아이피 및 MAC 정보를 교환하여 획득한 아이

피 및 MAC 정보로 구성되는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테이블(110b,200b)을 각각 저장한다.

즉 액세스 포인트(200)는 무선 통신 단말(110)의 아이피 및 MAC 정보로 구성되는 ARP 테이블(200b)을 획득하고, 무선

통신 단말(110)은 액세스 포인트(200)의 공통 아이피 및 MAC 정보로 인식하는 BSSID로 구성되는 ARP 테이블(110b)을

획득하여 각각 저장한다. 이와 같은 각 ARP 테이블(110b,200b)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 단말(110)과 액세스 포인트(200)

간에 상호 무선 데이터 통신 접속이 가능하게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핸드 오프 시 액세스 포인트와의 통신 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무선 통신 단말(110)은 제1액세스 포인트(201)의 무선 랜 망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 ARP 테이블(110b)에 저장된 액세스

포인트의 공통 아이피(192.168.111.254)를 이용하여 제1액세스 포인트(201)에 접속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이때 ARP 테

이블(110b)에서 제1액세스 포인트(201)의 공통 아이피(192.168.111.254)에 대응하여 맵핑된 MAC(BSSID) 정보는

"00:00:F0:00:00: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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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단말(110)이 제1액세스 포인트(201)의 무선 랜 망에서 제2액세스 포인트(203)의 무선 랜 망으로 이동하여 핸

드 오프가 발생하면, 고유식별정보(BSSID)의 전송을 요청하여 주변 액세스 포인트들을 탐색한다. 주변 액세스 포인트들로

부터 전송된 BSSID가 각각 수신되면, 무선 통신 단말(110)은 수신전계강도가 최대인 BSSID를 전송한 액세스 포인트를

핸드 오프에 의한 접속 대상 액세스 포인트로 결정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접속 대상 액세스 포인트로서 제2액세스 포인트

(203)가 결정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110)은 제2액세스 포인트(203)로부터 수신한 BSSID(00:00:F0:00:00:02)를 공통 아이피

(192.168.111.254)에 대응하는 MAC 정보로서 획득한다. 이때 무선 통신 단말(110)은 핸드 오버를 수행하면서 액세스 포

인트의 공통 아이피 "192.168.111.254"를 갖는 제2액세스 포인트(203)에 대한 ARP 테이블의 MAC 정보를

"00:00:F0:00:00:02"로 업데이트한다.

무선 통신 단말(110)은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ARP 테이블을 저장하고 핸드 오프 시 저장된 공통 아이피를 이용하여 주변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MAC 정보를 획득하고 수신전계강도를 기초로 접속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핸드 오프 수행에 소요

되는 시간이 3 msec 내지 300 msec로 신속한 핸드 오프가 가능하여 끊김이 없는 통화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신속한 핸드 오프 수행 방법에 따른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초기 등록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

다.

먼저, 무선 통신 단말(110)은 단말에 할당된 아이피 및 MAC 정보의 등록 요구 신호를 액세스 포인트(201)로 전송한다

(S110). 액세스 포인트(201)는 무선 통신 단말(110)로부터 수신한 단말의 등록 요구 신호를 사설 교환기(600)로 전송한다

(S600).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설 교환기(600)의 해당 기능 모듈은 액세스 포인트(201)의 내부 또는 액세스

포인트(201)와 별도로 사설 교환기(600)에 서버로서 구비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액세스 포인트(201)를 비롯한 복

수의 액세스 포인트들이 접속되어 본 실시예의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기능을 사설 교환기(600)가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사설 교환기(600)는 무선 통신 단말(110)로부터 액세스 포인트(201)를 거쳐 전송된 단말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등록

한다(S120). 이에 대응하여 사설 교환기(600)는 등록 응답 신호를 액세스 포인트(201)를 거쳐(S130) 무선 통신 단말

(110)로 전송한다(S135).

무선 통신 단말(110)은 아이피 및 MAC 정보의 등록 요청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하면,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요구신호를 액세스 포인트(201)를 거쳐(S140) 사설 교환기(600)로 전송한다(S145). 사설 교환

기(600)는 무선 통신 단말기(110)의 DHCP 요구 신호를 수신하고, 이에 대응하여 할당된 공통 아이피를 무선 통신 단말

(110)에 제공하는 DHCP 응답신호를 액세스 포인트(201)를 거쳐(S150) 무선 통신 단말(110)로 전송한다(S155).

이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110)은 DHCP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이에 포함된 액세스 포인트(201)의 공통 아이피 정보를 획

득한다(S160). 한편 사설 교환기(600)는 등록한 무선 통신 단말(110)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액세스 포인트(201)

에 제공한다(S170). 이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201)는 무선 통신 단말(110)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획득하여 저장한다

(S180).

무선 통신 단말(110)과 액세스 포인트(201)는 서로에 대해 획득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ARP 테이블로 저장한다. 무선

통신 단말(110)과 액세스 포인트(201)는 서로에 대해 획득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기초로, 패킷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저장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접속하고 필요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서 핸드 오프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통화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핸드 오프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무선 통신 단말(110)은 음성 통신용 데이터가 발생하면(S310), ARP 테이블로부터 제1액세스 포인트(201)에 대한

공통 아이피 및 MAC(BSSID) 정보를 검색한다(S330). 무선 통신 단말(110)은 검색한 공통 아이피 및 MAC 정보를 기초로

제1액세스 포인트(201)에 무선 랜 망을 통해 통신 접속하고 음성 데이터를 제1액세스 포인트(201)로 전송한다(S350).

제1액세스 포인트(201)는 무선 통신 단말(110)로부터 전송된 음성 데이터를 수신하여 해당 목적지로 전송하고, 해당 목적

지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한다. 제1액세스 포인트(201)는 무선 통신 단말(110)로 전송하기 위한 아이피 데이터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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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되면(S370), ARP 테이블로부터 무선 통신 단말(110)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검색한다(S390). 제1액세스 포인트

(201)는 검색된 무선 통신 단말(110)의 아이피 및 MAC 정보를 기초로 무선 통신 단말(110)과 통신 접속하고 아이피 데이

터를 무선 통신 단말(110)로 전송한다(S410).

한편, 무선 통신 단말(110)은 핸드 오버 조건이 발생하면, 각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고유 식별 정보의 요구 신호를 사설

교환기(600)에 접속된 각 액세스 포인트들(201,203)에게 전송한다(S440,S445). 각 액세스 포인트들(201,203)은 무선 통

신 단말(110)로부터 고유 식별 정보의 요구 신호를 수신하면, 자신의 고유 식별 정보를 나타내는 BSSID정보를 무선 통신

단말(110)에게 각각 전송한다(S450,S455).

액세스 포인트들(201,203)로부터 고유 식별 정보인 BSSID 정보를 수신하면, 무선 통신 단말(110)은 BSSID 정보의 수신

전계강도를 기초로 새로 접속할 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한다(S460). 본 실시예에서는 제2액세스 포인트(203)가 새로 접속

할 액세스 포인트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무선 통신 단말(110)은 ARP 테이블에 기 저장되어 있는 공통 아이피 및 새로 수신한 BSSID 정보를 기초로 접

속 결정된 제2액세스 포인트(203)와 통신 접속하여 패킷 통신을 수행한다(S470). 이때 무선 통신 단말(110)은 새로운

BSSID 정보를 MAC 정보로 하여 ARP 테이블에 업데이트 저장한다(S480).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첨부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초기 등록 과정을 통해 무선 통신 단말과 액세스 포인트가 서로에 대한 아이피 및 MAC 정보를 포함하

는 ARP 테이블을 각각 저장하고 패킷 전송이 필요한 경우 기 저장한 ARP 테이블을 기초로 상호간에 신속한 통신 접속이

가능함으로써, 상호 간에 통신 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핸드 오프 발생 시 주변 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고유 식별 정보(BSSID)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고유 식별 정보의 수신

전계강도를 기초로 새로 접속할 액세스 포인트를 결정하고 결정된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수신한 고유 식별 정보를 MAC 정

보로 하여 ARP 테이블에 업데이트함으로써, ARP 테이블 정보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에 300초에서 수 내지

수백 밀리 초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중인 통신의 끊김이 없이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복합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 오프가 발생하는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에 무선 통신 단말의 핸드 오프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접속된 액세스 포인트의 변경에 따른 핸드 오프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무선 통신 단

말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기의 신속한 핸드 오프 수행을 위해 적용되는 액세스 포인트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6은 도 4 및 도 5의 무선 통신 단말 및 액세스 포인트의 계층 구조 및 계층상에서의 패킷 전송 경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액세스 포인트 및 무선 통신 단말에 할당 및 상호 교환된 각각의 아이피 및 MAC 정보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핸드 오프 시 액세스 포인트와의 통신 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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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신속한 핸드 오프 수행 방법에 따른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초기 등록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그

리고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단말에서 핸드 오프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통화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핸드 오프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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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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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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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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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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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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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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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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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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