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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접속되는 코어망이 동기식 코어망일 경우에도 메시지(데이터)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비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은,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 비동기 무선망에 연결되는 망이 동기식 코어망인 ANSI-41망인 경우에도, 비동기 무선망 및 비동기 단말에서 ANSI-41

망과 연동하여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의 Air-Interface와 A-Interface를 사용하

는 연동 구조에서 호 처리 방법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 처리부(CC)와 이동성 관리부(MM) 및 무선 자원 제어부(RRC)를 구비한 비동기 단말, 무선 자원 제어부를 구비한 비동

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내 호 처리부에서 발신 호 메시지가 발생하면 데디케이티드 제어 채널(DCCH)을 통해 상기 비동기 무선

망으로 접속을 요구하고, 이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DCCH를 통해 접속 완료 메시지 및 DCCH의 정보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해주는 제 1 단계와;

상기 전송된 DCCH정보로부터 자신이 사용해야 할 DCCH를 설정하고, 자신의 능력 안내 정보를 상기 설정한 DCCH를 통

해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고,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설정한 DCCH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면 발신 호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는 제 2 단계와;

상기 발신 호 메시지를 수신한 후 필요한 메시지를 저장하고, 상기 동기 코어망으로 발신 호가 왔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 동기 코어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유선 자원 할당 정보 및 무선 자원 할당 정보를 수신하여 유선 자원을 설정하고, 상기 비

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할당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전송해주는 제 3 단계와;

상기 기본 정보를 수신한 후 그 수신한 정보로부터 암호화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비동

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는 제 4 단계와;

상기 응답 수신후 상기 비동기 단말로 기본적인 무선 자원 정보와 무선 자원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해주는 제 5 단

계와;

상기 비동기 무선망에서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그 저장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자원을 설정한 후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는 제 6 단계와;

상기 무선 자원 설정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 후 요구한 서비스에 대한 구성 정보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해주고, 이를 수

신한 비동기 단말은 서비스 구성을 완료한 후 그 서비스 연결 완료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

주는 제 7 단계와;

상기 서비스 연결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은 상기 동기 코어망으로 무선 자원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동기 코어망으로부터 통화 대기 메시지를 전송 받으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통화 대기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8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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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동기 단말내 호 처리부에서 발신 호 메시지를 무선 자원 제어부로 전달하면, 그 무선 자원 제어부에서 데디케이티

드 제어 채널(DCCH)을 통해 상기 비동기 무선망내 무선 자원 제어부에 접속을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접속이 요구되면 상

기 DCCH를 통해 접속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DCCH의 정보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해주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전송된 DCCH정보로부터 자신이 사용해야 할 DCCH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DCCH를 통해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비동기 단말의 능력 안내 정보를 전송해주는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의 능력 안내 정보에 대한 응답을 상기 비동기 단말

로 전송해주는 단계와; 상기 응답을 수신하면 발신 호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

청구항 4.

호 처리부(CC)와 이동성 관리부(MM) 및 무선 자원 제어부(RRC)를 구비한 비동기 단말, 무선 자원 제어부를 구비한 비동

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통화가 완료된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호 해제가 요청되면 상기 비동기 무선망에서 동기식 코어망으로 해제 요구 메시지

를 전송하고,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부터 자원 해제 명령이 수신되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호 해제에 대한 응답 메시지와

호 해제를 위한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1 단계와;

상기 응답 메시지와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수신하면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

을 알리는 무선 기본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무선 기본 해제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면 레이어-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한 접속 해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무선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해제

완료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부터 호 해제 명령이 먼저 전송된 경우 상기 비동기 무선망에서 동기식 코어망

으로 해제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부터 자원 해제 명령이 수신되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호 해제

에 대한 응답 메시지와 호 해제를 위한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단계와; 상기 응답 메시지와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수신하면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무선 기본 해제 완료 메시

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 기본 해제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면 레이어-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한 접속 해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동기식 코

어망으로 무선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해제 완료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단계로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

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

청구항 6.

호 처리부(CC)와 무선 자원 제어부(RRC)를 구비한 비동기 단말, 무선 자원 제어부를 구비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

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된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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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여 핸드오버를 해야되는 목표 비동기 무선망을 판단하고, 그 목표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를 요청한 후 응답이 있으면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명령 전송후 비동기 단말로부터 응답이 발생하면,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동기식 코어망, 목표 비동

기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목표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목표 비동기 무

선망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응답을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소스 비동

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해제를 위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접속 해제 메시지가 전송되면 접속을 해제하고 접속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

송해주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청구항 7.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된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여 핸드오버를 해야되는 목표 동기 무선망을 판단하고, 그 목표 동기 무선망으로 핸드

오프를 요청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후 상기 목표 동기 무선망은 핸드오프를 위한 자원을 할당하고, 핸드오프를 해야되는 비동기 단말의 호를

연결한 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제 3 단계

와;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비동기 단말로부터 핸드오프 준비 완료

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도래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시작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제 4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코어망, 목표 비동기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

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제 5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목표 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목표 동기 무선망

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송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응답을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소스 비동

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해제를 위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는 제 7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접속 해제 메시지가 전송되면 접속을 해제하고 접속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

송해주는 제 8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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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 무선 링크의 측정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도래하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무선 링크의 측정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주는 제 1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수신 및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

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 핸드오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도래하면 상기 동

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시작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동기식 코어망, 목표 비동기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제 4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목표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목표 비동기 무

선망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송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응답을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소스 비동

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과 연동하여 무선 자원을 해제한 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무선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알리 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청구항 9.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된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여 핸드오버를 해야되는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을 판단하고, 그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

으로 핸드오프를 요청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에서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서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핸드오프 준비 완료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도래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시작 메시

지를 전송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제 5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동기식 코어망,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제 6 단계후 상기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에서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는 제 7 단계와;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해제를 위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는 제 8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고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완료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9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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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과의 접속을 해제하고 접속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

송해주는 제 10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특히,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Hand-off)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접속되는 코어망이 동기식 코어망일 경우에도 메시지(데이터)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좀 더 상세하게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동기 무선망에 연결되는 망이 동기식 코어망인 ANSI-41망인 경우에도,

비동기 무선망 및 비동기 단말에서 ANSI-41망과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 동기 단말과 동기 통신 방식의 동기 무선망("CDMA-2000 무선망"을 뜻함)이 연결

되며, 코어 네트워크(CN)로 ANSI-41망에 접속한다.

또한, 종래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 비동기 단말과 비동기 통신 방식의 비동기 무선망인 UTRAN(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이 연결되며, 코어 네트워크(CN)로 GSM-MAP(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Mobile Application Part)망에 접속한다.

첨부한 도면 도 1은 상기와 같은 동기/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종래 코어망 연동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도 1a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코어망 연동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참조부호 11은 동기 단말을 나타내고, 참조부호 12

는 상기 동기 단말(11)과 무선으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며 기지국 및 제어국을 포함하는 동기 무선망(CDMA-2000 무

선 망)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13은 상기 동기 무선망(12)과 연결되는 동기 코어망으로서, 이는 동기 이동통신 교환기

(MSC)(14)와 ANSI-41망(15)을 포함한다.

이러한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코어망 연동 구조에서, 동기 단말(11)은 주지한 바와 같이 동기 무선망(12)과 접속되고, 그

동기 무선망(12)은 동기 코어망(13)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한다.

도 1b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코어망 연동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참조부호 21은 비동기 단말을 나타내고, 22는 기

지국 및 제어국을 포함하는 비동기 무선망인 UTRAN을 나타내며, 23은 상기 UTRAN(22)과 연결되는 비동기 이동통신 교

환기(MSC)(24)와 상기 비동기 이동통신 교환기(24)와 접속되는 GSM-MAP망(25)을 포함하는 비동기 코어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코어망 연동 구조에서, 비동기 단말(21)은 비동기 무선망인 UTRAN(22)과 접속되고,

그 UTRAN(22)은 비동기 코어망(23)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한다.

첨부한 도면 도 2는 상기와 같은 동기/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각부 프로토콜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여기서, 도 2a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각부 프로토콜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참조부호 30은 동기 단말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40은 동기 무선망을 나타내고, 50은 상기 동기 무선망(40)과 연결되는 동기 코어망을 나타낸다.

상기 동기 단말(30)은 계층3(31), 계층2(34), 계층1(35)로 구분되며 각각의 레벨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이 구비되고, 특히,

계층3(31)에는 호 관리를 위한 동기 호 제어부(CC : Call Control)(32)와 이동성 관리를 위한 동기 이동성 관리부(MM :

Mobility Management)(33)가 구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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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기 무선망(40)은 계층3(41), 계층2(42), 계층1(43)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구비하며, 상기 동기 단말(30)의 각 계

층과 동일한 계층이 대응한다.

또한, 동기 코어망(50)은 계층3(51), 계층2(54), 계층1(55)로 구분되며 각각의 레벨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이 구비되고, 특

히, 계층3(51)에는 호 관리를 위한 동기 호 제어부(CC : Call Control)(52)와 이동성 관리를 위한 동기 이동성 관리부

(MM : Mobility Management)(53)가 구비된다.

도 2b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각부 프로토콜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참조부호 60은 비동기 단말, 70은 UTRAN,

80은 비동기 코어망을 각각 타나낸다.

그리고 상기 비동기 단말(60)은 NAS부(61)와, 계층3(64), 계층2(65), 계층1(66)로 구분되며 각각의 레벨에 대응하는 프

로토콜이 구비되고, 특히, NAS부(61)에는 호 관리를 위한 비동기 호 제어부(CC : Call Control)(62)와 이동성 관리를 위한

비동기 이동성 관리부(MM : Mobility Management)(63)가 구비된다.

또한, UTRAN(70)은 상기 비동기 단말(60)의 각 계층과 대응되며 비동기 코어망(80)과의 각 계층과도 대응되도록 계층3

(71), 계층2(72), 계층1(73)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다.

또한, 비동기 코어망(80)은 상기 비동기 단말(60)과 접속하기 위한 비동기 호 제어부(CC)(82), 이동성 관리를 위한 비동기

이동성 관리부(MM)(83)를 구비한 NAS부(81)와, 상기 UTRAN(70)내 각 계층과 연결하기 위한 계층3(84), 계층2(85), 계

층1(86)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구비한다.

상기와 같은 연동 구조에서 동기 단말(30)은 동기 통신 방식의 동기 무선망(40)으로부터 동기 채널(Sync Channel)을 통해

동기 채널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동기 채널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코어망 정보나 동기 무선망 정보를 비롯한 동기 단말이

망으로의 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비동기 단말(60)은 UTRAN(70)으로부터 브로드캐스트 제어 채널(BCCH)을 통해 시스템 안내 메시지(System

Information Message)를 수신하며, 이 시스템 안내 메시지를 통해 코어망 정보나 UTRAN 정보를 비롯한 비동기 단말이

망으로의 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 IMT-2000 시스템의 동기/비동기 방식의 경우, 1999년 5월 OHG 요구 사항 결정에 따라 코어망으로 비동기식에서

사용중인 GSM-MAP 망이나, 동기식에서 사용중인 ANSI-41망이 사용될 수 있다.

즉, IMT-2000 시스템은 망 전개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방식의 연동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로, 동기 단말, 동기 통신 방식의 무선 망 그리고 ANSI-41망 연동 구조이며, 두 번째로, 동기 단말, 동기 통신 방식

의 무선 망 그리고 GSM-MAP망 연동 구조이고, 세 번째로, 비동기 단말, 비동기 통신 방식의 무선 망 그리고 ANSI-41망

연동 구조이며, 네 번째로, 비동기 단말, 비동기 통신 방식의 무선 망 그리고 GSM-MAP망 연동 구조이다.

도 3은 OHG 회의 결과에 따른 코어망 연동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먼저, 도 3a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ANSI-41 코어망 연동 구조도로서, 여기서, 참조부호 100은 동기 단말,

110은 동기 무선망, 120은 동기 코어망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도 3b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접속되는 코어망이 비동기 코어망일 경우 연동 구조를 보인 것으로서, 참조부

호 100은 동기 단말, 110은 동기 무선망, 130은 비동기 코어망을 각각 나타내며, 상기 비동기 코어망(130)은 GSM-MAP

망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도 3c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동기식 GSM-MAP 코어망 연동 구조도로서, 참조부호 210은 비동기 단

말이고, 220은 비동기 무선망인 UTRAN이고, 230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인 UTRAN(220)에 접속되는 코어망으로서, 비동

기식 GSM-MAP망을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680072

- 7 -



또한, 도 3d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ANSI-41 코어망 연동 구조도로서, 참조부호 210은 상기 비동기 단말

이고, 220은 비동기 무선망인 UTRAN이고, 240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인 UTRAN(220)에 접속되는 코어망으로서, 동기식

ANSI-41망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구조에 적응적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동기 단말 및 비동기 단말은, 종래의 동기/비동기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동기 단말 및 비동기 단말과는 달리, 프로토콜 스택 구조의 계층3에 GSM-MAP 코어망 서비

스용 CC(Call Control), MM(Mobility Management) 프로토콜 엔티티와 ANSI-41 코어망 서비스용 CC 및 MM 프로토콜

엔티티를 모두 가진다.

도 4는 종래 동기/비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이다.

먼저, 도 4a는 ANSI-41 코어망과 연동 하는 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로서, 참조부호 100은 동기 단말이고, 110

은 동기 무선망이며, 120은 상기 동기 무선망(110)에 접속되는 동기식 코어망인 ANSI-41 코어망이다.

이러한 연동 구조에서 동기 단말(100)은, 계층3(101), 계층2(106), 계층1(107)로 구분되고, 계층3(101)은 동기 CC(102),

동기 MM(103), 비동기 CC(104), 비동기 MM(105)을 모두 구비하고, 망 구분자(망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임)에 따

라 선택적으로 CC/MM의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현재 접속된 망이 ANSI-41 코어망(120)이므로, 동기 CC(102) 및 동기 MM(103)의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여

ANSI-41 코어망(120)과 메시지를 인터페이스 한다.

다음으로, 동기 무선망(110)은 계층3(111), 계층2(112), 계층1(113)로 이루어져, 동기 단말(100)의 각 계층과 ANSI-41

코어망(120)의 각 계층과 대응적으로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여 메시지를 인터페이스 한다.

또한, 상기 ANSI-41 코어망(120)은, 계층3(121), 계층2(124), 계층1(125)로 구분되고, 계층3(121)은 동기 CC(122), 동

기 MM(123)을 구비한다.

한편,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 접속되는 코어망이 도 3b와 같이 비동기 코어망일 경우, 도 4b와 같은 프로토콜 구조를 갖

는다.

여기서, 참조부호 100은 동기 단말이고, 참조부호 110은 동기 무선망이며, 참조부호 130은 비동기 코어망이다.

이러한 연동 구조에서 상기 동기 단말(100)은, 계층3(101), 계층2(106), 계층1(107)로 구분되고, 계층3(101)은 동기 CC

(102), 동기 MM(103), 비동기 CC(104), 비동기 MM(105)을 모두 구비하고, 망 구분자(망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

임)에 따라 선택적으로 CC/MM의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현재 접속된 망이 GSM-MAP 코어망(130)이므로, 비동기 CC(104) 및 비동기 MM(105)의 프로토콜을 활성화

하여 GSM-MAP 코어망(130)과 메시지를 인터페이스 한다.

다음으로, 동기 무선망(110)은 계층3(111), 계층2(112), 계층1(113)로 이루어져, 동기 단말(100)의 각 계층과 GSM-

MAP 코어망(130)의 각 계층과 대응적으로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여 메시지를 인터페이스 한다.

또한, 상기 GSM-MAP 코어망(130)은, NAS부(131), 계층3(134), 계층2(135), 계층1(136)로 구분되고, 상기 NAS부

(131)는 비동기 CC(132), 비동기 MM(133)을 구비한다.

그리고 도 4c는 ANSI-41 코어망과 연동 하는 비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로서, 여기서, 참조부호 210은 비동기

단말이고, 220은 비동기 무선망인 UTRAN이고, 230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인 UTRAN(220)과 접속되는 ANSI-41 코어망

이다.

이러한 프로토콜 구조에서 비동기 단말(210)은 동기 CC(211), 동기 MM(212), 비동기 CC(213), 비동기 MM(214)을 모두

구비하고, 선택적으로 동기 CC/MM 또는 비동기 CC/MM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킨다.

등록특허 10-0680072

- 8 -



예를 들어 현재 접속된 망이 ANSI-41 코어망(230)이므로, 동기 CC(211) 및 동기 MM(212)의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여

ANSI-41 코어망(230)과 메시지를 인터페이스 한다.

다음으로, 도 4d는 GSM-MAP 코어망과 연동 하는 비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210은 비동기 단말이고, 220은 비동기 무선망인 UTRAN이고, 240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인 UTRAN

(220)과 접속되는 GSM-MAP 코어망이다.

이러한 프로토콜 구조에서 비동기 단말(210)은 동기 CC(211), 동기 MM(212), 비동기 CC(213), 비동기 MM(214)을 모두

구비하고, 선택적으로 동기 CC/MM 또는 비동기 CC/MM의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현재 접속된 망이 GSM-MAP 코어망(240)이므로, 비동기 CC(213) 및 비동기 MM(214)의 프로토콜을 활성화

하여 GSM-MAP 코어망(240)과 메시지를 인터페이스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MT-2000 시스템 동기/비동기 방식의 경우, 네 가지 연동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

이스에 관한 규격도 그에 대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종래의 동기 또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동기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는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를 위해서 동기 통신 방식의 인터페이스 규약을 사용한다.

즉, 동기 단말과 동기 무선망 사이는 Air-Interface라고 부르며, IS-2000과 같은 통신 규약을 사용하며, 동기 무선망과 코

어망인 ANSI-41망 사이는 A-Interface라고 부르며, 3G-IOS(3 Generation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등과 같은

통신 규약을 사용한다.

상기에서 언급된 IS-2000과 3G-IOS 통신 규약은 각각 동기 통신 방식의 IMT-2000 시스템의 Air-Interface와 A-

Interface에서의 동기 통신 방식을 위한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이며, IS-2000과 3G-IOS 통신 규약은 비동기 통신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종래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주지한 국제

표준의 통신 규약에 정의된 호 처리 과정 및 핸드오프 처리과정을 따르며, 국제 표준의 동기 통신 규약에 정의된 메시지와

파라미터 등을 상호 교환한다. 즉, 동기 단말과 동기 통신 방식의 무선 망 사이인 Air-Interface의 경우에는 IS-2000 국제

표준 통신 규약에 정의된 메시지와 파라미터 등을 상호 교환하며, 동기 무선망과 ANSI-41망 사이인 A-Interface의 경우

에는 3G-IOS 국제 표준 통신 규약에 정의된 호 처리 과정 및 핸드오프 처리 과정 따르며, 메시지 및 파라미터 등을 상호

교환한다.

결론적으로, 동기 통신 방식의 IMT-2000 시스템에서 원활한 호 처리 및 핸드오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기 통신 방식으

로 정의된 국제 통신 규약, 즉, Air-Interface의 경우에는 IS-2000 통신 규약을 사용해야하고, A-Interface의 경우에는

3G-IOS통신 규약을 사용해야한다.

또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를 위해서 비동기 통신 방식의 인터페이스 규약을 사용한

다.

즉, 비동기 단말과 비동기 무선망 사이는 Air-Interface라고 부르며, 비동기 통신 Air-Interface라고 통칭되는 통신 규약

을 사용하며, 비동기 무선망과 코어망인 GSM-MAP망 사이는 A-Interface라고 부르며, RANAP(Radio Access Network

Application Part)라는 통신 규약을 사용한다.

상기에서 언급된 비동기 통신 Air-Interface와 RANAP 통신 규약은 각각 비동기 통신 방식의 IMT-2000 시스템의 Air-

Interface와 RANAP에서의 비동기 통신 방식을 위한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이며, Air-Interface와 RANAP 통신 규약은 동

기 통신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종래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주지한 국제

표준의 비동기 통신 규약에 정의된 호 처리 과정 및 핸드오프 처리과정을 따르며, 국제 표준의 비동기 통신 규약에 정의된

메시지와 파라미터 등을 상호 교환한다. 즉, 비동기 단말과 비동기 통신 방식의 무선 망 사이인 Air-Interface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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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 통신 Air-Interface라고 통칭되는 국제 표준 통신 규약에 정의된 메시지와 파라미터등을 상호 교환하며, 비동기 무

선망과 GSM-MAP망 사이인 A-Interface의 경우에는 RANAP라는 국제 표준 통신 규약에 정의된 호 처리 과정 및 핸드오

프 처리 과정 따르며, 메시지 및 파라미터등을 상호 교환한다.

결론적으로, 비동기 통신 방식의 IMT-2000 시스템에서 원활한 호 처리 및 핸드오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동기 통신 방

식으로 정의된 국제 통신 규약, 즉, Air-Interface의 경우에는 비동기 통신 Air-Interface라고 통칭되는 국제 표준의 통신

규약을 사용해야하고, A-Interface의 경우에는 RANAP라는 통신 규약을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IMT-2000 시스템이 망 전개 상황에 따라, 비동기 단말, 비동기 통신 방식의 무선망, 그리고 코어망으로 ANSI-41

망이 연동되는 경우에는 주지한 비동기 통신 방식의 국제적인 통신 규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동기 단말과 비동기 통신 방식의 무선망 사이인 Air-Interface에서는 종래의 IMT-2000 시스템의 비동기 통

신 방식에서 사용하는 비동기 통신 Air-Interface를 사용해야 하고, 비동기 무선망과 코어망 사이인 A-Interface에서는

종래 IMT-2000 시스템의 동기 통신 방식에서 사용하는 3G-IOS라는 국제적인 통신 규약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종래 비동기 통신 방식의 국제 통신 규약은 주지한 바와 같이 동기 통신 방식의 Air-Interface와 A-Interface 통신

규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동기 통신 시스템의 비동기 무선망에 코어망으로 동기 코어망인

ANSI-41망이 연결된 경우에는 연동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즉, 비동기 통신 방식의 국제 통신 규약은 다른 통신 방식의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코어망으로 동기 코어망이 연결되면 해당 코어망과 연동이 불가능하고, 또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가 불

가능해지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종래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접속되는 코어망이 동기식 코어망일 경우에도 메시지(데이터)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좀 더 상세하게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동기 무선망에 연결되는 망이 동기식 코어망인 ANSI-41망인 경우에도,

비동기 무선망 및 비동기 단말에서 ANSI-41망과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기식 코어망과 호 처리 및 핸드

오프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방법은,

호 처리부(CC)와 이동성 관리부(MM) 및 무선 자원 제어부(RRC)를 구비한 비동기 단말, 무선 자원 제어부를 구비한 비동

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내 호 처리부에서 발신 호 메시지가 발생하면 데디케이티드 제어 채널(DCCH)을 통해 상기 비동기 무선

망으로 접속을 요구하고, 이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DCCH를 통해 접속 완료 메시지 및 DCCH의 정보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해주는 제 1 단계와;

상기 전송된 DCCH정보로부터 자신이 사용해야 할 DCCH를 설정하고, 자신의 능력 안내 정보를 상기 설정한 DCCH를 통

해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고,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설정한 DCCH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면 발신 호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는 제 2 단계와;

상기 발신 호 메시지를 수신한 후 필요한 메시지를 저장하고, 상기 동기 코어망으로 발신 호가 왔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 동기 코어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유선 자원 할당 정보 및 무선 자원 할당 정보를 수신하여 유선 자원을 설정하고, 상기 비

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할당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전송해주는 제 3 단계와;

상기 기본 정보를 수신한 후 그 수신한 정보로부터 암호화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비동

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는 제 4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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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응답 수신후 상기 비동기 단말로 기본적인 무선 자원 정보와 무선 자원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전송해주는 제 5 단

계와;

상기 비동기 무선망에서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그 저장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자원을 설정한 후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주는 제 6 단계와;

상기 무선 자원 설정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 후 요구한 서비스에 대한 구성 정보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해주고, 이를 수

신한 비동기 단말은 서비스 구성을 완료한 후 그 서비스 연결 완료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해

주는 제 7 단계와;

상기 서비스 연결 완료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은 상기 동기 코어망으로 무선 자원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동기 코어망으로부터 통화 대기 메시지를 전송 받으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통화 대기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8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2 방법은,

호 처리부(CC)와 이동성 관리부(MM) 및 무선 자원 제어부(RRC)를 구비한 비동기 단말, 무선 자원 제어부를 구비한 비동

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화가 완료된 비동기 단말로부터 호 해제가 요청되면 상기 비동기 무선망에서 동기식 코어망으로 해제 요구 메시지

를 전송하고,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부터 자원 해제 명령이 수신되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호 해제에 대한 응답 메시지와

호 해제를 위한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1 단계와;

상기 응답 메시지와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수신하면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

을 알리는 무선 기본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무선 기본 해제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면 레이어-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한 접속 해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무선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해제

완료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3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에서, 동기식 코어망으로부터 호 해제 명령이 먼저 전송된 경우 상기 비동기 무선망에서 동기식 코어망으로 해제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부터 자원 해제 명령이 수신되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호 해제에 대한 응답 메

시지와 호 해제를 위한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4 단계와;

상기 응답 메시지와 무선 기본 해제 메시지를 수신하면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

을 알리는 무선 기본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무선 기본 해제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면 레이어-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한 접속 해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무선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해제

완료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6 단계로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3 방법은,

호 처리부(CC)와 무선 자원 제어부(RRC)를 구비한 비동기 단말, 무선 자원 제어부를 구비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

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된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여 핸드오버를 해야되는 목표 비동기 무선망을 판단하고, 그 목표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를 요청한 후 응답이 있으면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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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령 전송후 비동기 단말로부터 응답이 발생하면,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동기식 코어망, 목표 비동

기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목표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목표 비동기 무

선망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응답을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소스 비동

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해제를 위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접속 해제 메시지가 전송되면 접속을 해제하고 접속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

송해주는 제 6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4 방법은,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된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여 핸드오버를 해야되는 목표 동기 무선망을 판단하고, 그 목표 동기 무선망으로 핸드

오프를 요청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후 상기 목표 동기 무선망은 핸드오프를 위한 자원을 할당하고, 핸드오프를 해야되는 비동기 단말의 호를

연결한 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제 3 단계

와;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비동기 단말로부터 핸드오프 준비 완료

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도래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시작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제 4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코어망, 목표 비동기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

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제 5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목표 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목표 동기 무선망

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송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응답을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소스 비동

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해제를 위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는 제 7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송하고,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접속 해제 메시지가 전송되면 접속을 해제하고 접속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전

송해주는 제 8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5 방법은,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 무선 링크의 측정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도래하면 상기 비동기

단말로 무선 링크의 측정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해주는 제 1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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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수신 및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

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 핸드오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이 도래하면 상기 동

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시작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동기식 코어망, 목표 비동기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제 4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목표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목표 비동기 무

선망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송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응답을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소스 비동

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과 연동 하여 무선 자원을 해제한 후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무선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알리

는 제 6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6 방법은,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이루어진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코어망과 연동시 핸드오프 처리 방법

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전송된 무선링크 측정 메시지를 검색하여 핸드오프 여부를 결정하고,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분석하여 핸드오버를 해야되는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을 판단하고, 그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

으로 핸드오프를 요청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에서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서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로 핸드오프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로부터 핸드오프 준비 완료에 대한 응답 메시지가 도래하면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시작 메시

지를 전송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제 5 단계후 상기 비동기 단말, 소스 비동기 무선망, 동기식 코어망,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 각각에서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제 6 단계후 상기 목표 아날로그 무선망에서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명령을 전송하는 제 7 단계와;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비동기 단말로 무선 자원 해제를 위한 메시지를 상기 비동기 단말로 전송하는 제 8 단계와;

상기 비동기 단말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고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으로 무선 자원 해제 완료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제 9

단계와;

상기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서 상기 비동기 단말과의 접속을 해제하고 접속 해제 완료 메시지를 상기 동기식 코어망으로 전

송해주는 제 10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상기와 같은 기술적 사상에 따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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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코어망이 ANSI-41망일 경우 전체 연동 구조도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300은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 구비된 비동기 무선망을 나타내고, 참조부호 400은 상기 비동기 무선

망(300)에 연결되는 코어망으로서 동기식 코어망이다. 참조부호 500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400)에 접속될 수 있는 아날

로그 무선망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600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400)에 접속될 수 있는 동기 무선망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동구조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이 비동기 무선망(300)에 코어망으로 동기식 코어망(ANSI-41망)(400)이 연

결되어 연동되고, 상기 동기식 코어망(400)에는 아날로그 무선망(500) 또는 동기 무선망(600)이 연동되는 구조를 보인 것

이다.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코어망이 ANSI-41일 경우 유선 및 무선 구간 인터페이스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310은 비동기 단말을 나타내고, 참조부호 300 및 400은 주지한 비동기 무선망 및 동기식 코어망을 각각

나타낸다.

이러한 연동 구조에서의 인터페이스는, 무선 구간(Air-Interface)인 비동기 단말(310)과 비동기 무선망(300)간에는 기존

의 비동기 통신 방식의 국제 통신 규약(비동기 통신 Air-Interface)을 따르고, 유선 구간(A-Interface)인 비동기 무선망

(300)과 동기식 코어망(400)간에는 기존의 동기 통신 방식의 국제 통신 규약(3G-IOS)을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통신 방식이 다른 연동 구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 절차가 필요하며, 본 발명에서는 주지

한 바와 같이 통신 방식이 다른 시스템간 연동 구조에서도 원활히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호

처리 방법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실시예1>

첨부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710은 비동기 단말(UE)을 나타내고, 참조부호 711은 호 처리부(CC), 712는 이동성 관리부(MM), 713

은 무선 자원 제어부(RRC)이다. 상기에서 호 처리부(CC), 이동성 관리부(MM), 무선 자원 제어부(RRC)는 상기 비동기 단

말(UE)에 구비된다.

또한, 참조부호 720은 비동기 무선망(UTRAN)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721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720)내 제어국(비동기

무선망)에 구비된 무선 자원 제어부(RRC)이다.

또한, 참조부호 730은 동기식 코어망으로서 ANSI-41망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731은 이동성 관리부(MM)이고, 참조부호

732는 호 처리부(CC)로서, 상기 이동성 관리부(731) 및 호 처리부(732)는 실제로 동기식 코어망(730)내 이동통신 교환기

(MSC)내에 구비된다.

이러한 연동 구조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비동기 무선망과 동기식 코어망이 연동되는 구조이며, 이 경우의 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S1에서 비동기 단말(UE)의 NAS(Non Access Stratum)에 속해 있는 CC(Call Control)는 비동기 단말의 AS

(Access Stratum)에 속해 있는 RRC(Radio Resource Control)로 AS에서 지원하는 DC-SAP(Dedicated Control

Service Access Point)의 'UE Side Initiated Connection Establishment Request'라는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Origination'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호 발신(Call Origination)이 시작된다.

단계 S2에서 비동기 단말의 CC로부터 'Origination'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비동기 무선망(Radio

Network Controller)라고 불리는 기지/제어국을 포함하는 비동기 무선망(720)내의 RRC와 연결을 하여야 하며, 이때

DCCH(Dedicated Control Channel)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비동기 무선망(720)의 RRC에게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RRC Connection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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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3에서 비동기 단말(710)의 RRC(713)로부터 'RRC Connection Request'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721)는

비동기 단말(710)이 보낸 메시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710)과의 RRC 연결을 수행한 후, RRC 연결이 완료

되었음을 비동기 단말(710)에게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통하여 알리고, 비동기 단말(710)과 사용해야 하는

DCCH의 정보를 비동기 단말(710)에게 제공한다.

단계 S4에서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자신이 사용해야 하

는 DCCH의 정보를 저장하고, 자신이 사용해야 하는 DCCH를 설정한다. 그리고 비동기 단말의 RRC는 비동기 단말이 가지

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UE Capability Information' 메시지로 비동기 무선망의 RRC에게 전송한다.

단계 S5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UE Capability Information'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비동기 단

말이 가지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UE Capability Confirm'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RRC

에게 전송한다.

단계 S6에서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UE Capability Confirm'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은 'Origination' 메시지

를 비동기 무선망의 RRC에게 "Direct Transfer"라는 RRC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

는 비동기 단말의 RRC와 비동기 무선망의 RRC 사이에 NAS에 속한 프로토콜 엔티티의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RRC 프

로토콜 규약에 정의된 메시지이다. 즉,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에 'Origination' 메시지가 파라미터 일부로 포함되어

전송된다.

단계 S7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이 메시지에서

'Origination'메시지를 발췌 및 분석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동기식 코어망(730)에게 비동기 단말로부터

"Call Origination" 메시지가 왔음을 알리는 'CM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Origination' 메시지를 참조하여 전송

한다.

단계 S8에서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CM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은 Call Origination을 요구한

비동기 단말의 정보와 통화하고자 하는 비동기 단말의 정보, 그리고 요구하는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고, 비

동기 무선망과 동기식 코어망이 통신할 수 있는 유선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정보와 비동기 무선망과 비동기 단말이 통신

할 수 있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라는 'Assignment Request' 메시지를 비동기 무선망에게 전송한다.

단계 S9에서 동기식 코어망으로부터 'Assignment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은 동기식 코어망과 통신할 수

있는 유선 자원을 설정하고, 비동기 단말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한다. 무선 자원을 할당

하기 위해서 우선,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비동기 단말이 통화 중에 보내는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위한 암호화에 대한 정보

를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의 RRC에게 'Ciphering Mode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0에서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통하여 'Ciphering Mode Command' 메시지

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이 정보를 DS-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비

동기 단말의 NAS에 속한 MM(Mobility Management)으로 전송한다.

단계 S11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Ciphering Mode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MM은 암호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DC-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비동

기 단말의 RRC로 'Ciphering Mode Complete'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2에서 비동기 단말의 MM으로부터 'Ciphering Mode Complete'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비동기 무

선망의 RRC로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이용하여 'Ciphering Mode Complete'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3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Ciphering Mode Complete'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암호화

대한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고, 무선 자원 설정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무선 자원의 정보를 가진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4에서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이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UE Side Initiated Connection Establishment Confirm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의

CC로 전송한다.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CC는 이 메시지에 있

는 정보를 저장한다. 이 메시지는 'Radio Bearer Assignment Setup' 메시지로 대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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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5에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전송한 후, 실질적으로 비동기 무선망과 단말 사

이의 무선 자원을 설정하기 위한 'Radio Bearer Assignment Setup' RRC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RRC에 전송한다.

단계 S16에서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Radio Bearer Assignment Setup'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무

선 자원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외의 정보는 DC-SAP에서 지원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Establishment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Assignment Setup'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CC로 전송한다. 그 후,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자원을 설정한다.

단계 S17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Radio Bearer Assignment Setup'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CC는 메시지

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DC-SAP에서 지원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Establishment Response 프

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Assignment Setup Complete'를 비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8에서 비동기 단말의 CC로부터 'Radio Bearer Assignment Setup Complete'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무선 자원을 설정을 완료 한 후,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Radio Bearer Setup Complete' RRC 메시지를 전송한

다.

단계 S19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Radio Bearer Setup Complete' RRC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무선 자원의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고,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이용하여 'Service Connect Message'를 비

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함으로써, 비동기 단말이 처음에 요구한 서비스에 대한 구성정보를 비동기 단말로 보냄으로써, 비

동기 단말이 이 서비스 구성 정보에 따라 통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S20에서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Service Connect Message'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DC-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의 CC로 'Service Connect Message'를 전송한

다.

단계 S21에서 비동기 단말이 RRC로부터 'Service Connect Message'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CC는 서비스 구성 정보를

저장하고, DC-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Service Connect Completion' 메시

지를 전송한다.

단계 S22에서 비동기 단말의 CC로부터 'Service Connect Completion'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이용하여 'Service Connect Completion' 메시지를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23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로부터 'Service Connection Completion'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서

비스 구성 정보 설정이 완료되었고, 또한 무선 자원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고, 비동기 단말이 통화가 가능한 상태임

을 동기식 코어망에 알리기 위하여 동기식 코어망으로 'Assignment Complete'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24에서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Assignment Complete' 메시지를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은 비동기 단말이 통화가

가능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통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로 Ring Back tone을 'Alert'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동기 무

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25에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로부터 'Alert'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은 Direct Transfer RRC 메시지를 이

용하여 'Alert'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26에서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Alert'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DC-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의 CC로 전송한다. 비동기 단말의 CC는 'Alert' 메시지를 수신한

후,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Tone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비동기 단말과 동기식 코어망간의 연동이 가능하다.

<실시예2>

첨부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의 제 2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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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참조부호 710은 비동기 단말(UE)을 나타내고, 참조부호 711은 호 처리부(CC), 712는 이동성 관리부(MM), 713

은 무선 자원 제어부(RRC)이다. 상기에서 호 처리부(CC), 이동성 관리부(MM), 무선 자원 제어부(RRC)는 상기 비동기 단

말(UE)에 구비된다.

또한, 참조부호 720은 비동기 무선망(UTRAN)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721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720)내 제어국(비동기

무선망)에 구비된 무선 자원 제어부(RRC)이다.

또한, 참조부호 730은 동기식 코어망으로서 ANSI-41망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731은 이동성 관리부(MM)이고, 참조부호

732는 호 처리부(CC)로서, 상기 이동성 관리부(731) 및 호 처리부(732)는 실제로 동기식 코어망(730)내 이동통신 교환기

(MSC)내에 구비된다.

이러한 연동 구조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비동기 무선망과 동기식 코어망이 연동되는 구조이며, 이 경우의 호 처리

방법(호 해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S31에서 통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비동기 단말의 CC는 DS-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Request 프리

미티브를 이용하여 하위의 RRC로 무선 자원 및 선 자원의 해제를 요구하는 'Release Order'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3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Direct Transfer 메시지를 이용하여 'Release Order' 메시지를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33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은 비동기 단말이 무선 자원 및 유선 자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함을 인식하

고, 이를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CC에게 요구하는 'Clear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34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CC는 비동기 단말이 무선 자원 및 유선 자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함을 인식하고, 유선 자원과 무선 자원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비동기 무선망에게 알리기 위하여 'Clear Command' 메

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35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은 무선 자원과 유선 자원을 해제를 시작하기 위해, 비동기 단말에서 요구

한 'Release Orde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Release Order'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하고, 무선 자원과 유선

자원 해제를 시작한다.

단계 S36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상기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elease Order'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CC로 전송한다.

단계 S37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비동기 단말의 RRC로 'Radio Bearer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38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DS-SAP에서 제공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메시지를 상위

의 CC로 전송한다.

단계 S3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CC는 비동기 단말과 비동기 무선망 사이의 무선 전용 자원이 해제되었음

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하위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40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비동기 무선망과의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리

는 'Radio Bearer Complete' RRC 메시지를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41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동

기 단말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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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4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DS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

제해야 함을 인식하고,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겠음을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Complete'

RRC 메시지를 전송한 후,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한다.

단계 S43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단말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인식하고, 비동기 단말과의 모든 통신 자원 및 시그널링의 해제 완료되었음을 교환기의 CC 프로토콜 엔티티로 'Clear

Complete'을 통하여 알린다.

이러한 과정으로 연결된 호를 해제하게 된다.

첨부한 도면 도 9는 동기식 코어망내 이동통신 교환기에서 먼저 호 해제 시그널이 발생한 경우의 호 해제 방법을 보인 흐

름도이다.

먼저 단계 S51에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에서 유선 자원과 무선 자원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비동기 무선망에게 알리기

위하여 '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5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은 무선 자원과 유선 자원을 해제를 시작하기 위해, 비동기 단말에서 요구

한 'Release Order'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Release Order'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하고, 무선 자원과 유선

자원 해제를 시작한다.

단계 S53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상기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Data Transfer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elease Order'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CC로 전송한다.

단계 S54에서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비동기 단말의 RRC로 'Radio Bearer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55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DS-SAP에서 제공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메시지를 상위

의 CC로 전송한다.

단계 S56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CC는 비동기 단말과 비동기 무선망 사이의 무선 전용 자원이 해제되었음

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하위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57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비동기 무선망과의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리

는 'Radio Bearer Complete' RRC 메시지를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58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동

기 단말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5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DS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

제해야 함을 인식하고,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겠음을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Complete'

RRC 메시지를 전송한 후,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한다.

단계 S60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단말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인식하고, 비동기 단말과의 모든 통신 자원 및 시그널링의 해제 완료되었음을 교환기의 CC 프로토콜 엔티티로 'Clear

Complete'를 통하여 알린다.

<실시예3>

첨부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이 경우는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 동기식 코어망이 연동되고, 그 동기식 코어망에 다시 목표 비동기 무선망이 연동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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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참조부호 740은 비동기 단말(UE), 741은 호 처리부(CC), 742는 비동기 단말(740)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

(DS-RRC)이다.

또한, 참조부호 750은 소스 비동기 무선망(750)을 나타내고, 751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내 제어국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DS-RRC)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60은 동기식 코어망(ANSI-41망)을 나타내고, 761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

(RR)이고, 762는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호 처리부(CC)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70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760)과 연동되는 목표 비동기 무선망을 나타내며, 771은 상기 목표 비동기 무

선망(770)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DS-RRC)이다.

먼저 단계 S71에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DS 비동기 단말의 RRC로 무선 링크의 성능 및 파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은 무선 링크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

의 RRC로 전송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핸드오버 가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DS

비동기 단말의 RRC로 'Measurement Control'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72에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Measurement Control' RRC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링크의 성능 및 파워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Measurement Report' RRC 메시지에 담아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Measurement Report' RRC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단계 S73에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에서 핸드오버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면,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은 핸드오버

를 요구하는 'Handover Required' 메시지를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MSC)의 RR로 전송한다. 이 메시지에는 핸드오버를

하고자 하는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의 정보가 포함된다.

단계 S74에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Handover Required' 메시지를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

은 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이 핸드오버를 요구하고 있으며, 메시지안의 정보를 해석해야 핸드오

버를 해야 되는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 정보를 파악한다. 파악된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으로 'Handoff Request' 메

시지를 전송하여,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버가 발생할 것을 알린다.

단계 S75에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로부터 'Handoff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은 핸드

오버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 정보와 비동기 단말의 정보를 해석하여 저

장하고, 핸드오버를 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응답으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로 'Handover Request Ack' 메

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76에서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으로부터 'Handover Request Ack' 메시지를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은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이 핸드오버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으로 'Handoff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77에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로부터 'Handoff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은 핸

드오버를 하게 되는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의 정보를 DS 비동기 단말의 RRC로 'Handover Command' RRC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

단계 S78에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Handover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한 DS 비동기 단말의 RRC는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버를 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응답으로 'MS Ack Order' 메시지를 Source DS 비동

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79에서 'MS Ack Order'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비동기 단말에서 핸드오프를 시작한

다는 것을 인식하고, 핸드오프 시작을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C로 'Handoff Commenced'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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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80에서 비동기 단말과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 사이에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를 맞추는 작업

을 수행한다.

단계 S81에서 비동기 단말의 RRC는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 설정 및 DCCH(Dedicated

Control Channel)을 사용하기 위하여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Request' RRC 메시지를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8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Layer-2 시그널링 설정 정보와 DCCH의 정보를

비동기 단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RRC 메시지를 비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83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메시지의 정보를 해석하여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 및 DCCH 설정하고, 설정 완료를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하기 위하여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Complete' 메시지를 Target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84에서 비동기 단말이 Target 비동기 무선망과의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 일치가 완료되고, 무선 프로토콜에 대

한 시그널링 설정이 완료된 후, 비동기 단말의 RRC는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Handover complete' RRC 메시지를 통하

여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85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은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고, 현재 단말과 Target

DS 비동기 무선망이 통신하고 있음을 'Handoff Complete' 메시지를 통하여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로 전송한다.

단계 S86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는 CC와 내부적인 통신을 통하여 핸드오프의 완료를 알린

다. 핸드오프 완료를 인식한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CC는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유선 자원과 무선 자원을 해제

하기 위하여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으로, '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87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무선자원과 유선 자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동기 단말의 RRC로 'Radio Bearer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88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DS-SAP에서 제공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메시지를 상위

의 CC로 전송한다.

단계 S8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CC는 비동기 단말과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 사이의 무선 전용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하위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90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과의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

었음을 알리는 'Radio Bearer Complete' RRC 메시지를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91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

여 비동기 단말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9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

원을 해제해야 함을 인식하고,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겠음을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Complete' RRC 메시지를 전송한 후,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

제한다.

단계 S93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은 비동기 단말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이 해

제되었음을 인식하고, 비동기 단말과의 모든 통신 자원 및 시그널링의 해제 완료되었음을 교환기의 CC로 'Clear

Complete'를 통하여 알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스 비동기 무선망과 동기식 코어망 및 목표 비동기 무선망간에 하드 핸드오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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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이 경우는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 동기식 코어망이 연동되고, 그 동기식 코어망에 목표 동기 무선망이 연동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740은 비동기 단말(UE), 741은 호 처리부(CC), 742는 비동기 단말(740)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

(DS-RRC)이며, 참조부호 743은 CDMA2000 RR을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50은 소스 비동기 무선망(750)을 나타내고, 751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내 제어국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DS-RRC)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60은 동기식 코어망(ANSI-41망)을 나타내고, 761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

(RR)이고, 762는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호 처리부(CC)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80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760)과 연동되는 목표 동기 무선망을 나타낸다.

먼저 단계 S101에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RNC)의 RRC는 비동기 단말의 RRC로 무선 링크의 성능 및 파워 등을 측

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비동기 단말은 무선 링크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Source DS 비동기 무

선망의 RRC로 전송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핸드오버 가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비동기 단말의 RRC로 Measurement Control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02에서 Source DS 비동기 무선망의 RRC로부터 Measurement Control RRC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링크의 성능 및 파워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Measurement Report RRC 메시지에 담아 Source

DS RNC의 RRC로 전송한다. Measurement Report RRC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의 RRC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오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상기에서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단계 S103에서 Source DS RNC는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Handoff Required 메시지를 동

기식 코어망내 교환기(MSC)의 RR로 전송한다. 이 메시지에는 핸드오프를 하고자 하는 Target MC System의 정보가 포

함된다.

단계 S104에서 Source DS RNC로부터 Handoff Required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Source DS RNC가 핸드오버를 요구하고 있으며, 메시지의 정보 요소들을 해석하고, 핸드오버를 해야 되는 Target MC

System 정보를 파악한다. 파악된 Target MC System으로 Handoff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Target MC System(동

기 무선망)으로 핸드오버가 발생할 것을 알린다. 그러면 Target MC System은 현재 자신의 시스템에 핸드오프를 하는 단

말에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을 확인한다.

단계 S105에서 Target MC System에 단말에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경우로써, Target MC System은 적절한 자원

을 할당하고, 핸드오프를 해야 되는 단말의 호와 연결한다. 그리고, Target MC System은 핸드오프를 해야 하는 단말에게

Null Forward Traffic Channel Frame을 전송한다.

그리고 단계 S106에서 이 메시지의 응답으로 교환기로 Handoff Request Ack 메시지를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의 RR로

전송한다.

단계 S107에서 Target MC System으로부터 Handoff Request Ack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는 Target MC

System이 핸드오프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Source DS RNC로 Handoff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08에서 교환기의 RR로부터 Handoff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는 핸드오프를 하게 되는

Target MC System의 정보를 Inter System Handover Command RRC 메시지를 통하여 비동기 단말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09에서 Source DS RNC의 RRC로부터 Inter System Handover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

는 Target MC System으로 핸드오프를 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응답으로 MS Ack Order 메시지를 Source DS RNC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10에서 MS Ack Order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는 비동기 단말에서 핸드오프를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하

고, 핸드오프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교환기의 RRC로 Handoff Commenced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등록특허 10-0680072

- 21 -



단계 S111에서 비동기 단말은 Reverse Traffic Channel Frame과 traffic channel preamble을 Target MC System으로

전송하여, 비동기 단말과 Target MC System 사이에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를 맞추는 작업을 수행한

다.

단계 S112에서 비동기 단말이 Target RNC와의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 일치가 완료되고, 무선 프로토콜에 대한 시그널

링 설정이 완료된 후, 비동기 단말의 RRC는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Handoff complete 메시지를 통하여 Target MC

System으로 전송한다.

단계 S113에서 비동기 단말로부터 Handoff complete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MC System은 이 메시지의 응답으로써,

MS Ack Order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14에서 Target MC System은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고, 현재 단말과 Target MC System이 통신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Handoff Complete 메시지를 통하여 교환기의 RR로 전송한다.

단계 S115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은 CC와 내부적인 통신을 통하여 핸드오프의 완료를 알린다. 핸드오프 완

료를 인식한 교환기의 CC는 Source DS RNC의 유선 자원과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Source DS RNC로 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16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의 RRC는 무선자원과 유선재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동기 단말의 RRC로 Radio Bearer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17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RRC는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DS-SAP에서 제공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메시지를 상

위의 CC로 전송한다.

단계 S118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비동기 단말의 CC는 비동기 단말과 Source DS RNC 사이의 무선 전용 자원이 해제되

었음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하위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1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C는 Source DS RNC와의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Radio Bearer Complete RRC 메시지를 Source DS RNC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20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RNC의 RRC는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동

기 단말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21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C는 Source DS RNC와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해야

함을 인식하고,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겠음을 Source DS RNC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Complete RRC 메

시지를 전송한 후, Source DS RNC와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한다.

단계 S12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는 비동기 단말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이 해제되었

음을 인식하고, 비동기 단말과의 모든 통신 자원 및 시그널링의 해제 완료되었음을 교환기의 CC로 Clear Complete 메시

지를 통하여 알린다.

첨부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이 경우는 소스

동기 무선망에 동기식 코어망이 연동되고, 그 동기식 코어망에 목표 비동기 무선망이 연동되는 구조이며, 소스 동기 무선

망에서 목표 비동기 무선망으로 핸드오프를 요청한 경우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810은 동기 단말(UE), 811은 호 처리부(CC), 812는 동기 단말(810)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DS-

RRC)이며, 참조부호 813은 CDMA2000 RR을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800은 동기 통신 방식의 동기 무선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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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조부호 760은 동기식 코어망(ANSI-41망)을 나타내고, 763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이동성 관리부

(MM)이고, 761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호 처리부(CC)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90은 목표 비동기 무선망을 나타내고, 791은 상기 비동기 무선망내 제어국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

(DS-RRC)를 나타낸다.

단계 S131에서 Source MC System은 비동기 단말의 RR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핸드오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변의 무선링크의 측정을 요구하는 메시지인 Candidate Frequency Search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3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은 주변의 무선 링크의 측정을 해야 함을 인식하고, 응답으로써 Candidate

Frequency Search Response 메시지를 Source MC System으로 전송한다.

단계 S133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MC System은 단말이 측정해야 하는 주변의 무선 링크의 정보 및 측정의 범

위, 측정 주기 등 측정에 관련된 정보를 Candidate Frequency Control 메시지를 이용하여 단말의 RR로 전송한다.

단계 S134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은 주변의 무선 링크의 정보 및 측정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저

장된 정보에 따란 주변의 무선 링크에 대한 정보를 측정한 후, 측정 결과를 Candidate Frequency Search Report 메시지

를 이용하여 Source MC System으로 전송한다. 이 정보를 이용한 Source MC System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오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상기 Source MC System에서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단계 S135에서 Source MC System은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Handoff Required 메시지를 동기식 코어망내 교환기(MSC)의 RR로 전송한다. 이 메시지에는 핸드오프를 하고자 하는

Target DS RNS의 정보가 포함된다.

단계 S136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Source MC System이 핸드오프를 요구하고 있

음을 인식하고, 메시지의 정보 요소들을 해석하여 Target DS RNC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파악된 Target DS RNC로

Handoff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Target DS RNC로 핸드오프를 발생할 것을 알린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DS RNC는 핸드오프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핸드오프가 발생하는 Source MC System의

정보와 단말의 정보를 해석 및 저장하고, 현재 자신의 시스템에 핸드오프를 하는 단말에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을 확인한다.

그리고 단계 S137에서 Target DS RNC에 핸드오프를 하는 단말에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경우로써, 수신한

Handoff Request 응답으로써, Handoff Request Ack 메시지를 교환기의 RR로 전송한다.

단계 S138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은 Target DS RNC가 핸드오프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Source

MC System으로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Handoff Command 메시지를 Source MC System으로 전송한다.

단계 S13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MC System은 단말의 RR로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Extended Handoff

Direction Message or General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전송한다.

단계 S140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는 Target DS RNC로 핸드오버를 할 준비를 하고 응답으로써, MS Ack

Order 메시지를 Source MC System으로 전송한다.

단계 S141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MC System은 단말에서 핸드오프를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핸드오프 시

작을 알리기 위하여 교환기의 RR로 Handoff Commenced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단계 S142에서 단말과 Target DS RNC 사이에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를 맞추는 작업을 수행한다.

단계 S143에서 단말의 RRC는 Target DS RNC와의 Layer 2 시그널링 설정 및 DCCH(Dedicated Control Channel)을 사

용하기 위하여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Request RRC 메시지를 Target DS RNC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44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DS RNC의 DS-RRC는 Layer 2 시그널링 설정 정보와 DCCH의 정보를 단말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RRC 메시지를 단말의 RRC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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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45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C는 메시지의 정보를 해석하여 Target DS RNC와의 Layer2 시그널링 및

DCCH 설정하고, 설정 완료를 Target DS RNC의 RRC 프로토콜 엔티티로 전송하기 위하여 RRC Connection Re-

establishment Complete 메시지를 Target RNC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46에서 단말이 Target RNC와의 무선 링크의 설정 및 동기 일치가 완료되고, 무선 프로토콜에 대한 시그널링 설정

이 완료된 후, 단말의 RRC는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Handover complete RRC 메시지를 통하여 Target DS RNC의

RRC 프로토콜 엔티티로 전송한다.

단계 S147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DS RNC는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고, 현재 단말과 Target DS RNC

가 통신하고 있음을 Handoff Complete 메시지를 통하여 교환기의 RR로 전송한다.

단계 S148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는 CC와 내부적인 통신을 통하여 핸드오프의 완료를 알린다. 핸드오프 완

료를 인식한 교환기의 CC는 Source MC System의 유선 자원과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Source MC System으로,

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4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MC System은 단말과 연동하여 설정된 모든 자원과 시그널링을 해제한다.

단계 S150에서 단말과의 모든 자원과 모든 시그널링이 해제된 후, Source MC System은 교환기의 CC 프로토콜 엔티티

로, 단말과의 모든 자원과 모든 시그널링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첨부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처리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이 경우는 소스

비동기 무선망에 동기식 코어망이 연동되고, 그 동기식 코어망에 아날로그 무선망이 연동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810은 동기 단말(UE), 811은 호 처리부(CC), 812는 동기 단말(810)에 구비되는 무선 자원 제어부(DS-

RRC)이다.

또한, 참조부호 800은 비동기 통신 방식의 비동기 무선망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821은 비동기 무선망내 DS-RRC를 나타

낸다.

또한, 참조부호 760은 동기식 코어망(ANSI-41망)을 나타내고, 763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이동성 관리부

(MM)이고, 761은 상기 동기식 코어망에 구비되는 호 처리부(CC)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830은 아날로그 무선망을 나타낸다.

먼저 단계 S161에서 Source DS RNC(비동기 무선망)의 RRC는 DS 단말의 RRC로 무선 링크의 성능 및 파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은 무선 링크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Source DS RNC의 RRC 프로토콜

엔티티로 전송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핸드오프 가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Source DS RNC의 RRC 프로토콜 엔티

티는 DS 단말의 RRC로 Measurement Control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62에서 Source DS RNC의 RRC로부터 Measurement Control RRC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무선 링크의 성능 및 파워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Measurement Report RRC 메시지에 담아 Source DS RNC의 RRC로

전송한다.

Measurement Report RRC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의 RRC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오프 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핸드오프로 결정되면 단계 S163에서 Source DS RNC는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Handoff Required 메시지를 교환기(MSC)

의 RR로 전송한다. 이 메시지에는 핸드오버를 하고자 하는 Target Analog System의 정보가 포함된다.

단계 S164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는 Source DS RNC가 핸드오프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메시지의

정보 요소들을 해석하고 핸드오프를 해야 되는 Target Analog System의 정보를 파악한다. 파악된 Target Analog

System으로 Handoff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Target Analog System으로 핸드오프가 발생할 것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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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의 RR로부터 Handoff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Target Analog System은 핸드오프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핸

드오프가 발생하는 Source DS RNC 정보와 단말의 정보를 해석하여 저장하고, 핸드오프를 할 준비를 하고, 핸드오프를 해

야 되는 단말에게 할당할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핸드오프를 해야 되는 단말에게 할당할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계 S165에서 Target Analog System은 수신한 Handoff

Request 응답으로써, 교환기의 RR로 Handoff Request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66에서 Target Analog System으로부터 Handover Request Ack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는 Target

Analog System이 핸드오프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Source DS RNC로 Handoff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67에서 교환기의 RR로부터 Handoff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는 핸드오프를 하게 되는

Target Analog System의 정보를 DS 단말의 RRC로 Inter System Handover Command RRC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한

다.

단계 S168에서 Source DS RNC의 RRC로부터 Inter System Handover Command 메시지를 수신한 DS 단말의 RRC는

Target Analog System으로 핸드오프를 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응답으로 Direct Transfer라는 RRC 메시지에

Acknowledge Order 메시지를 삽입하여 Source DS RNC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6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의 RRC는 단말에서 핸드오프를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핸드오프

시작을 교환기의 RRC로 알리기 위하여 Handoff Commence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70에서 단말과 Target Analog System 사이에 상호 통신을 위한 무선 링크의 설정 및 Vocoder를 초기화하고 상

호 시그널링을 교환한다.

단계 S171에서 주지한 과정이 완료된 후, Target Analog System은 핸드오프가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고, 현재 단말과

Target Analog System이 통신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Handoff Complete 메시지를 교환기의 RR로 전송한다.

단계 S172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교환기의 RR는 CC와 내부적인 통신을 통하여 핸드오프의 완료를 알린다. 핸드오프 완

료를 인식한 교환기의 CC는 Source DS RNC의 유선 자원과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Source DS RNC로, 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73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의 RRC는 무선자원과 유선재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단말의 RRC로 Radio Bearer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74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C는 무선 전용 자원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DS-SAP에서 제공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메시지를 상위의 CC

로 전송한다.

단계 S175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CC는 단말과 Source DS RNC 사이의 무선 전용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인식하

고, 여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DC-SAP에서 지원하는 IF Side Initiated Radio Access Bearer Release Indication 프리

미티브를 이용하여 Radio Bearer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하위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76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C는 Source DS RNC와의 무선 전용 자원의 해제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Radio Bearer Complete RRC 메시지를 Source DS RNC의 RRC로 전송한다.

단계 S177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RNC의 RRC는 Layer 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단말

의 RRC 프로토콜 엔티티로 RRC Connection Release RRC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S178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의 RRC는 Source DS RNC와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해야

함을 인식하고,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하겠음을 Source DS RNC의 RRC로 RRC Connection Release Complete RRC 메

시지를 전송한 후, Source DS RNC와의 Layer 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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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79에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Source DS RNC는 단말과의 Layer2 시그널링과 무선 공용 자원이 해제되었음을 인

식하고, 단말과의 모든 통신 자원 및 시그널링의 해제 완료되었음을 교환기의 CC로 Clear Complete 메시지를 통하여 알

린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본 발명 "비동기 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 방법"에 따르면, 코어망이 GSM-MAP 망이

나 ANSI-41 망중 어느 망에 접속되더라도 원활한 호 처리 및 핸드오프 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효과에 의해 비동기식 시스템 가입자가 동기식 ANSI-41망 또는 다른 망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한 이

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동기/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망 연동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도 1a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망 연동 구

조를 보인 도면이고, 도 1b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망 연동 구조를 보인 도면이고,

도 2는 종래 동기/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부 프로토콜 계층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도 2a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

템의 각부 프로토콜 계층 구조를 보인 도면이고, 도 2b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각부 프로토콜 계층 구조를 보인 도면

이며,

도 3은 OHG 회의 결과에 따른 코어망 연동 구조를 보인 도면으로서, 도 3a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ANSI-41

코어망 연동 구조도이고, 도 3b는 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동기식 GSM-MAP 코어망 연동 구조도이고, 도 3c는 비동

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동기식 GSM-MAP 코어망 연동 구조도이고, 도 3d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기식

ANSI-41 코어망 연동 구조도이고,

도 4는 종래 동기/비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로서, 도 4a는 ANSI-41 코어망과 연동 하는 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이고, 도 4b는 GSM-MAP 코어망과 연동 하는 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이며, 도 4c는 ANSI-41 코

어망과 연동 하는 비동기 단말의 프로토콜 계층 구조도이고, 도 4d는 GSM-MAP 코어망과 연동 하는 비동기 단말의 프로

토콜 계층 구조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코어망이 ANSI-41망일 경우 전체 연동 구조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코어망이 ANSI-41일 경우 유선 및 무선 구간 인터페이스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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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의 제 2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고,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호 처리 방법의 제 3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호 처리 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고,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호 처리 방법의 제 2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고,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호 처리 방법의 제 3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710 : 비동기 단말

720 : 비동기 무선망

730 : 동기식 코어망

750 : 소스 비동기 무선망

770 : 목표 비동기 무선망

780 : 목표 동기 무선망

800 : 소스 동기 무선망

810 : 동기 단말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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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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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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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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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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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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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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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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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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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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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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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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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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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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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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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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