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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Packet Dormant Handoff)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은, (a). 이동통신 교환기에서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영역이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기지국 제어기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도먼트 핸
드오프 하였는가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판별 결과 이동 단말기가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도먼트 핸드오프 하였을 때, 이동통신 교환기(MSC)가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로 해당 
이동 단말기(MS)의 도먼트 핸드오프 사실을 통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이동통신 시스템, 도먼트 핸드오프(dormant handoff)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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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망 요소 및 망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2는 종래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Packet Dormant Handoff)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CDMA 
2000 패킷 단말기가 새로운 BSC/PCF(Base Station Controller/Packet Control Function)로 도먼트 핸드오프 하였
을 때, 이동통신 교환기(MSC)(Mobile Switching Centet)가 이전의 BSC/PCF에 이동 단말기(MS)의 도먼트 핸드오
프 사실을 통보해 줌으로써, 이전의 PCF에 해당 단말기의 등록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줌과 함께 이전의 패킷 데이
터 서빙 노드(PDSN)(Packet Data Serving Node)과의 R-P 링크(link)를 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무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1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망 요소 및 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1을 참조하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망 요소 및 그 구성 요소로, 사용자를 위한 이동 단말기(MS)(10
1)와 기지국(102)(BTS)(Base Transmission Station)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기지국(102)은 기지국 제어기(BSC)
/패킷 제어기(PCF)(Base Station Controller/Packet Control Function)(103)에 연결되며,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
어기(103)들은 이동통신 교환기(MSC)/비지터 로케이션 레지스터(VLR:Visitor Location Register)(104)에 연결되
고, 상기 MSC/VLR(104)은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HLR:Home Location Register)(105)에 연결되어 다른 통신망(
106)(PSTN,PCS,PLMN 등)과의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상기 BSC/PCF(103)는 PDSN(Packet Data Servin
g Node)(107)을 통해서 인트라넷(108), 나아가 인터넷 망과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기 도1과 같이 구성되는 이동 통신망에서, CDMA 2000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말기가 패킷 데이터 서비
스를 요구하면, BSC/PCF(103)에 의해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할 PDSN(107)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때 무선 구간에서
는 이동 단말기(101)와 BSC 사이에 무선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과 래디오 링크 프로토콜(RLC)(Radio Link 
Protocol) 링크가 설정된다. 또한, BSC와 PCF 사이에는 이동 단말기(101)와 PDSN(107) 간의 PPP 링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A8 트래픽 링크가 설정되며, PCF와 PDSN(107) 사이에는 이동 단말기(101)와 PDSN(107) 사이의 
PPP링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A10 R-P 링크가 설정된다.
    

    
이 때 이동 단말기(101)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연결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티브(active) 상태와 인액티브(inactiv) 
상태가 있다. 여기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액티브 상태는 이동 단말기(101)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
태이고, 단말기의 사용자에 의한 패킷 데이터 콜 개시(call origination) 등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티베이션(Packet 
Data Service Activation)이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이루어지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액티브 상태
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트브 상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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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패킷 데이터 서비스 액티브 상태에서는 이동 단말기(101)와 PDSN(107) 사이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PP
P 링크가 설정되어 유지되고, PCF와 PDSN(107) 사이의 R-P 링크도 설정되어 유지되며, 이와같이 패킷 데이터 서비
스 액티브 상태일 때 무선 링크의 상태에 따라 패킷 액티브 상태와 패킷 도먼트 상태의 두가지 상태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패킷 액티브 상태는 이동 단말기(101)가 무선 트래픽 채널을 점유하고 RLP링크를 유지하여 A8링크를 유지하
고,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패킷 도먼트 상태는 무선 채널과 A8링크를 해제하여 BSC가 이동 단말기(101)의 제어와 무선 트래픽 채널을 
해제한 상태이다.

도2는 상기 도1에 도시한 이동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도먼트 핸드오프 제어의 수순(단계a∼단계n)을 나타낸 도면이다.

단계a는 이동 단말기(MS)에서 타겟 BS(target Base Station)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개시 메시지(Orig
ination Message)을 전송하는 단계이다.

단계b는 타겟 BS가 상기 개시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인식 응답(BS Ack Order)을 이동 단말기(MS)에 보내는 단계
이다.

단계c는 타겟 BS에서 이동 통신 교환기(MSC)로 CM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단계이며, 이때 타이머 
T303을 동작 개시한다.

단계d는 상기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이동 통신 교환기(MSC)이 타겟 BS에 무선 자원의 할당을 요청하는 단계이며, 이
때 타이머 T10을 동작 개시한다.

단계e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하여 타겟 BS/PCF에서 타겟 PDSN에 A11 등록(A11 Registration)을 요청하는 단
계이고, 단계f는 타겟 PDSN에서 타겟 BS/PCF에 A11 등록 응답(A11 Registration Reply)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단계g는 상기 각 단계의 수행 결과에 의해서 타겟 PDSN 로부터 이동 단말기(MS) 사이에서 TCH 및 PPP 링크의 설정
이 이루어지고, MIP(Mobile IP)가 등록되는 단계이며, 단계h는 BSC가 완료 메시지(Assignment Complete Messa
ge)를 이동 통신 교환기(MSC)으로 전송하는 단계이다.

단계i는 소스 PDSN으로부터 A11 등록 갱신 메시지를 소스 PCF로 전송하는 단계이고, 이 것에 응답하여 소스 PCF에
서는 단계j에서 A11 등록 인식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

다음 단계k에서는 소스 PCF에서 A11 등록 요청을 소스 PDSN에 전송하는 단계이고, 단계l은 이 것에 대하여 소스 PD
SN에서 소스 PCF로 A11 등록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이다.

다음 단계m은 타겟 PCF에서 타겟 PDSN으로 A11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이고, 단계n은 이 것에 대하여 타
겟 PDSN이 타겟 PCF로 A11 등록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이다.

상기 도1 및 도2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종래에는 이동 단말기(MS)가 패킷 도먼트 상태에서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에서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이동했을 때 이동통신 교환기(M
SC)에서 이 도먼트 핸드오프에 대한 정보를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이 것을 이동 단말기(MS)가 제2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에서 제1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
(BSC/PCF) 영역으로 이동했을 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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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단말기(MS)가 패킷 도먼트 상태에서, 이전의 제1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에서 새로운 제
2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이동했을 때, 접속해야 할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가 이동 
단말기(MS)가 PPP 링크를 설정한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2)가 아니고 새로운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1)
일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이동통신 교환기(MSC)는 새로운 타겟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1/PCF1)에 도먼트 핸드오프 사실을 
제공하여 새로운 타겟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1/PCF1)의 새로운 타겟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1) 사이
에 R-P 링크가 설정되고, 또 MIP 이동 단말기(MS)에 대한 새로운 방문이기 때문에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1)
에서는 PPP링크를 재설정하고 FA내용(FA Advertisement)를 송신하여 MIP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데, 이전의 소스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2/PCF2)와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2)에는 이동통신 교환
기(MSC)에서 도먼트 핸드오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2의 단계i에서 소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이 A10 MIP 타임아웃이나 상위의 PPP링크 타임아웃 또
는 이동 단말기(MS)의 MIP 등록 타임아웃이 발생해야 비로소 이전의 소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에서 R-P
링크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임아웃이 발생할 때 까지는 이전의 소스 PCF의 R-P링크 자원과 이전의 소스 PDSN의 IP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MS)가 패킷 도먼트인 상태에서 새로운 타겟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로 도먼트 
핸드오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실을 이동통신 교환기(MSC)가 이전의 타겟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에 
통지해 줌으로써, 조기에 이전의 소스 PCF의 R-P링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의 소스 PDSN의 IP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을 제안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은, (a).이동통신 교환기에서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영역이 이
전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도먼트 핸드오프
되었는가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판별 결과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영역이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
C/PCF) 영역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되었을 때, 이동통신 교환기(MSC)에서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
CF)로 해당 이동 단말기(MS)의 도먼트 핸드오프 사실을 통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은, 상기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가 그 정보를 포함하는 로
케이션 갱신 메시지로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은, 상기 전달받은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에 의해서 이전
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가 소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과의 R-P링크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은, 상기 전달받은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에 의해서 이전
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가 소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과의 R-P링크를 해제 완료하였을 때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를 이동통신 교환기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을 도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에서 단계a 내지 단계h는 상기 도2와 동일하므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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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도3의 단계i에서, 이동통신 교환기(MSC)가 이동 단말기(MS)의 새로운 타겟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
어기(BSC/PCF)로의 도먼트 핸드오프를 검출하면 새로운 PCF/PDSN 과의 R-P링크를 설정하고, 이 R-P링크의 설정
이 완료되면 이전의 소스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로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로케이션 갱신정보는 이동통신 교환기(MSC)로부터 BS 방향으로 전송되며, 메시지 요소의 정보값(cause value)
은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j에서, 소스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는 A9-갱신-A8 메시지를 이용해서 도먼트 이
동 단말기(MS)가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소스 PCF에게 전달한다. 이 것
을 수신한 소스 PCF는 A11 등록 요청 메시지를 이전의 소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에 송신하고, 이전의 소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는 R-P 링크를 해제한다. 이때 이전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는 해당 이동 단
말기(MS)의 방문 테이블(Vistor Table)을 제거하고, 과금 관련 정보를 서버(AAA Server)로 송신한다.
    

다음 단계k에서, 소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가 A11 등록 응답 메시지로서 응답함으로써 R-P링크의 해제는 
완료되고, 소스 PCF는 이동 단말기(MS)의 R-P링크 테이블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단계l에서는 소스 PCF가 소스 BSC로 A9-갱신-A8 인식응답을 수행하며, 소스 BSC가 이동통신 교환기(MS
C)로 로케이션 갱신 수락 메시지(Location Update Accept)를 송신함으로써,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
C/PCF)의 이동 단말기(MS)에 대한 도먼트 핸드오프 처리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1 및 도3에서, 이동 단말기(MS)가 이전의 이동통신 교환기(MSC) 영역에서 새로운 이동통신 교환기(MSC) 
영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개념을 구현할 수 있다.

    
즉, 이전의 이동통신 교환기(MSC)는 다른 새로운 이동통신 교환기(MSC)로 도먼트 핸드오프한 이동 단말기(MS)의 
등록 갱신정보를 ANSI-41 메시지로 수신하고, 이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이동 단말기(MS)가 패킷 도먼트 핸드오
프 상태였을 경우를 판단하여, 이동 단말기(MS)가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상태였을 경우에는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
킷 제어기(BSC/PCF)로 로케이션 갱신정보를 송신함으로써, R-P링크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이동통신 교환기(MSC)/비지터 로케이션 레지스터(VLR)에 서빙 PCF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같은 
이동통신 교환기 사이의 도먼트 핸드오프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에 따르면, CDMA 2000 패킷 단말기가 새로운 BSC/PCF로 
도먼트 핸드오프 하였을 때, 이동통신 교환기(MSC)가 이전의 BSC/PCF에 이동 단말기(MS)의 도먼트 핸드오프 사실
을 통보해 줌으로써, 이전의 PCF에 해당 단말기의 등록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줌과 함께 이전의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과의 R-P 링크(link)를 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무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이동통신 교환기에서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영역이 이전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되었는가를 판별하는 단계, (b). 상기 판별 결과 이동 단말기
의 서비스 영역이 새로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 영역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되었을 때, 이동통신 교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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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에서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PCF)로 해당 이동 단말기(MS)의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를 제공
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는 위치 갱신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는 새로운 패킷 제어기(PCF) 및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
(PDSN)과의 R-P링크 설정이 완료된 후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
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로케이션 갱신 메시지 요소의 정보값(cause value)을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상태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에 의해 상
기 이전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가 패킷 서빙 노드와의 R-P링크를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에 의해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와 R-P 링크가 해제되는 패킷 서빙 
노드는 상기 도먼트 핸드오프 정보에 의해, 해당 이동 단말기(MS)의 방문자 테이블(Vistor Table)을 제거하고 과금 
관련정보를 해당 서버(AAA Server)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7.

    
다른 새로운 이동통신 교환기(MSC)가 다른 새로운 이동통신 교환기(MSC)로 도먼트 핸드오프한 이동 단말기(MS)의 
등록 갱신정보를 ANSI-41 메시지로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수신시에 이동 단말기(MS)가 패킷 도먼트 상태이었
는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이동 단말기(MS)가 패킷 도먼트 상태였을 경우 이전의 기지국 제어기/패킷 제어기(BSC/
PCF)로 로케이션 갱신 정보를 송신하여 R-P링크를 조기에 해제하도록 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패킷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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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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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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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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