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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모바일 네트워크들에서 핸드오프 레이턴시를 감소시키기위한 방법

요약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액세스 포인트들의 커버리지 범위중에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이동을 검출한다.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에서 다른 액세스 포

인트로 이동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상에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의

데이터 링크 레벨 접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특정 영역의 포인트들을 액세스하기 위하여 결합된 제 1 모바일 디바

이스는 통신된 포인트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네트워크 레벨 액세스 정보를 유지한다.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영역

에 진입할 때, 제 1 디바이스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검출하고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에 리스트를 전송하고, 새로운 디바이

스가 라우터 유도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라우터 공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고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게 한다.

대표도

도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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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모바일 디바이스, 액세스 포인트, 채널, 핸드오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2003년 7월 14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60/487,019호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고, 그 내용들은 본원에 참조로서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은 모바일 네트워크들, 특히 감소된 레이턴시의 네트워크 접속 핸드오프들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모바일 네트워크들에서,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WLAN)에 접속하는 휴대용 컴퓨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고정된 액

세스 포인트를 통하여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동될 때, 종래 액세스

포인트 범위 외부이지만,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의 범위내에 있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

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핸드오프(handed-off)"된다.

이 핸드오프는 개방 시스템 상호접속(open system interconnect: OSI) 네트워크 모델의 레벨 2(즉, 데이터 링크 층) 및 레

벨 3(즉, 네트워크 층) 모두에서 발생한다. 핸드오프 처리 동안, 모바일 디바이스는 양쪽 레벨 2 및 레벨 3 접속들이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 및 라우터로 귀착(resolve)될 때까지 데이터 패킷들을 전송 및 수신할 수 없다. 이런 핸드오프 레이턴시는

바람직하지 않고 비교적 긴 레이턴시 및 모바일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흐름의 결과적인 차단으로 인해 특정 애

플리케이션들(예를 들어, IP, 스트리밍 매체, 및 실시간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한 음성)을 실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레벨 2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식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액세스 포

인트를 검증한다. 통상적으로, 무선 채널들은 사용되고 있는(예를 들어, 802.11)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정의된 미리 결정

된 주파수 대역들에 대응한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채널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 채

널들을 시도할 수 있고, 레벨 2 접속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인한 레이턴시는 400-500ms 정도일 수 있다.

레벨 2 접속이 설정되면, 모바일 디바이스는 새로운 액세스 라우터에 적당한 파라미터들로 네트워크 레벨(레벨 3)에서 그

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새로운 환경에서 유도 메시지(solicitation message)를 전

송함으로써 수행된다. 라우터가 라우터 유도 메시지를 수신할 때, 라우터는 라우터 광고 메시지로 응답한다. 이 메시지는

라우터 유도 메시지의 수신후 즉각적으로 전송되지 않고 동일한 채널상에서 다중의 라우터들이 통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람(flooding)을 방지하기 위해 랜덤 지연을 가지고 전송된다. 라우터 유도 메시지 및 라우터 광고 메시지는 명칭이

"Neighbor Discovery for IP Version 6(IPv6)"인 Internet Request for Comments(RFC) 2461에 기술된다.

라우터 유도 메시지를 전송하는 대신, 모바일 디바이스는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들을 통하여 라우터에 의해 주기적으

로 전송되는 라우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이들 주기적인 라우터 광고 메시지들의 전송 간의 최소 시

간은 몇초일 수 있다. 따라서, 핸드오프후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총 레이턴시는 1 내지 4초 범위일 수 있다.

주기적으로 전송된 라우터 광고 메시지들 간의 최소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은 특정 범위까지 이런 레이턴시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통신 채널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바람직하지 않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핸드오프 트래픽이 비교적 중요하

게 여겨지는 "분쟁 지대(hot spots)", 예를 들어 공항 터미널들 또는 다른 공중 현장에서 가장 분명하다. 게다가, 라우터 광

고 메시지들 간의 시간 또는 라우터 유도 메시지와 대응하는 라우터 광고 메시지 간의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은 서비스 거

부(denial of service: DoS) 공격에 네트워크를 노출시키고, 여기서 부당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라우터 유도 메시지들로 라

우터를 범람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세스 포인트들 및 액세스 라우터들 간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현된다.

이 방법에 따라,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 이동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현재 액세스 포인트에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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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상으로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의 레벨 2 접속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현재 액세

스 포인트에 접속된 디바이스들은 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들이 현재 액세스 포인트 커버리지 영역 외부로 이동할 때, 이

전의 액세스 포인트와 레벨 2 접속을 검증 없이 즉각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핸드오프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현된다. 이 방법에 따라, 하

나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 이동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상에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의 레벨 2 접속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

된 디바이스들은 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들이 액세스 포인트의 커버리지 영역을 벗어날 때,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로 레벨

2 접속을 검증 없이 즉각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라, 특정 영역의 라우터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결합된 제 1 모바일 디바이스는 통신했던 액세스

라우터들에 대한 네트워크 층 접속 정보를 유지한다.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가 상기 영역에 진입할 때, 제 1 디바이스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검출하고 리스트를 전송하고, 새로운 디바이스로 하여금 라우터 유도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라우터 광

고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고 액세스 라우터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일반적인 설명 및 다음 상세한 설명 모두가 예시적이고,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해된다.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판독될 때 다음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가장 잘 이해된다. 공통 실무에 따라, 도면의 다양한

피쳐들이 비례적이지 않다는 것이 강조된다. 대조하여, 다양한 피쳐들의 크기들은 간략화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확대되거

나 감소되었다. 도면에는 다음 도면들이 포함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 예시적인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및 시나리오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및 시나리오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4a, 4b 및 4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저장된 접속 정보의 예시적인 우선 순위 리스트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5a 및 5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레벨 2 접속의 설정을 기술하는데 유용한 흐름도.

도 6a 및 6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레벨 2 접속의 설정을 기술하는데 유용한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레벨 3 접속의 설정을 기술하는데 유용한 흐름도.

실시예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복수의 무선 액세스 포인트들 및 라우터들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바일 디바이스가 제

1 무선 액세스 포인트 및/또는 라우터로부터 다른 것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핸드오프시 레이턴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따르지 않고 채널 및 네트워크 정보를 통신하고 공유할 수 있다.

도면을 참조하여, 유사 참조 번호들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예시적인 문제를 도시하는 블록도인 도

1을 포함하는 다양한 도면들을 통하여 유사한 엘리먼트를 인용한다. 도 1은 안테나(102) 및 안테나(106)를 가진 휴대용

컴퓨터(모바일 디바이스)(104)를 구비한 액세스 포인트(100)를 도시한다. 모바일 디바이스(104) 및 액세스포인트(100)는

2개의 디바이스들 간의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접속(10)을 실행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엘리먼트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들은 예를 들어 IEEE 802.11 무선 네트워킹 표준에 부합하는 회로 및 소프트웨어일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액세스 포인트(100)와 무선 접속(107)을 설정하고 이 접속

을 통하여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동된 위치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104'로서 표

시되고 안테나는 106'으로서 표시된다. 새로운 위치에서, 디바이스(104')는 액세스 포인트(100)에 대해 더 이상 신뢰적인

접속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 2 액세스 포인트(110)의 커버리지 영역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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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션을 계속하기 위하여,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안테나(106') 및 안테나(112)를 통해 액세스 포인트(110)와 접

속(109)을 설정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접속은 OSI 모델의 표시법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와의 데이터 링크 레벨(레벨

2) 및 액세스 라우터와의 네트워크 레벨(레벨 3) 양쪽에서 설정된다.

제목이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EEE 802.11 MAC Layer Handoff Process"인 Mishra 등에 의한 논문에 기술된

바와같이, 레벨 2 접속의 설정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검증 메시지들을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상적

으로 수행된다. 각각의 검증 메시지는 예를 들어 다른 주파수 또는 다른 채널 프로토콜에 따를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검증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신할 때, 성공적인 검증으로 채널 정보를 알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와

의 데이터 링크 접속을 설정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액세스 포인트를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검증에 응답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은 새로운 접속의 설정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연을 도입할 수 있다. 레벨 3 접속을 설정하는데 지연과 결합된 이런 지

연은 총 몇초의 지연을 발생시킨다. 이런 크기의 지연은 인터넷 세션 동안 적어도 불쾌하고 실시간 및 스트리밍 애플리케

이션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능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레벨 2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된 방법에 대한 대안은 바람직하게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오

프의 지연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실시예는 안테나(202) 및 커버리지 범위(201)(점선으로 도시됨)를 가진 라우터

(203) 및 액세스 포인트(200)를 통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바일 디바이스(D1)를 도시하는 도 2의 블록도에 관련하

여 기술될 것이다.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액세스 포인트(200)를 통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미리 접속되지만, 현재는 안테

나(212) 및 커버리지 범위(211)(점선으로 도시됨)을 가진 라우터(213) 및 액세스 포인트(210)를 통하여 접속된다.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모바일 디바이스(D2)는 액세스 포인트(200)에 대한 접속 및 라우터(203)에 대한 레벨 3 구성 정보

에 사용되는 채널에 대한 레벨 2 접속 정보를 저장한다. 포인트(210) 및 라우터(213)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접속되는 동안,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액세스 포인트(210)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저장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점선으로 동심원으로서 도시됨). 당업자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바일 디바이

스(D2)가 커버리지 범위(211)내로 제한되지 않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액세스 포인트(210)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

용된 채널상에서 듣거나 접속되는 임의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액세스 포인트(200)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에 대

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정보를 검출 및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D1) 및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액세스 포인트(200)에 모두 접속될 수 있고, 여기서 모

바일 디바이스(D2)는 액세스 포인트(210)에 미리 접속되고 그러므로 액세스 포인트(200)에 대한 접속 정보를 저장했다.

액세스 포인트(200) 및 라우터(203)에 접속되는 동안,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액세스 포인트(210)에 접속시 이전에 사용

된 채널을 통하여 액세스 포인트(200) 및 라우터(203)에 대한 현재 접속에 대한 접속 정보 및 라우터 구성 정보를 주기적

으로 전송할 수 있다(점선으로 동심으로서 도시됨). 따라서, 액세스 포인트(210)(모바일 디바이스 D1 포함)와 접속중인 임

의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액세스 포인트(200)에 관한 접속 정보 및 라우터(203)에 대한 구성 정보를 검출 및 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D1)가 액세스 포인트(200)의 커버리지 범위(201) 외측의 경로(2B)를 따라 액세스 포인

트(210)의 커버리지 범위(211)내의 포인트(B)로 이동하면, 모바일 디바이스(D1)는 저장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

성 정보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210) 및 라우터(213)와의 접속을 즉가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D1)가 액세스 포인트(210) 및 라우터(213)에 대한 새로운 접속을 설정하면, 액세

스 포인트(200)에 대한 이전의 접속을 위하여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액세스 포인트(210)에 대한 접속 정보 및 라우터

(213)에 대한 구성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액세스 포인트(210)에 대한 현재 접속을

위하여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액세스 포인트(200)에 대한 접속 정보 및 라우터(203)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저장하고 주기적

으로 전송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현재 액세스 포인트(200)와 통신의 신호 세기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는 현재 액세스 포인트

(200)의 커버리지 범위(201) 외부로 유도되는 경로(2B)를 따른 이동을 검출할 수 있다. 만약 신호 세기가 미리 결정된 임

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모바일 디바이스(D1)는 보다 우수한 신호에 대해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210)와 접속을 시작하기를

시도할 수 있다. 커버리지 범위(201) 외측으로의 이동은 과도한 통신 타임아웃 및 너무 많은 재시도들 같은 통신 실패의 특

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당업자는 신호 실패를 검출하고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액세스 포인트는 그 위치를 가리키는 글로벌 위치결정 시스템(GPS)을 포함하고 각각의 모바

일 디바이스는 그 위치를 계속 계산하기 위하여 GPS 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자신의 위치 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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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들로부터 수신된 위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밀접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할 수 있다. GPS 데이터는 모

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이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될 수 있다. 이 방향은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가

하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하면 다음 액세스 포인트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커버리지 범위 오버랩은 모바일 디바이스(D1)가 액세스 포인트(200)로부터 액세스 포인트(210)로 반복적으

로 역방향 및 순방향으로 스위칭하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예를 들어 통상적인 온도조절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이중

값 응답 같은 제어 시스템 히스토리시스의 많은 공지된 방법들중 임의의 하나로 이것을 수정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실행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모바일 디바이스(D2)는 라우터(213)를 통하여 무선 네트워

크에 접속되고, 액세스 포인트(310)는 안테나(312) 및 커버리지 범위(311)(점선으로 도시됨)를 가진다. 모바일 디바이스

(D10는 라우터(213) 및 액세스 포인트(310)를 통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미리 접속되지만, 안테나(302) 및 커버리지 범위

(301)(점선으로 도시됨)을 가진 액세스 포인트(300)를 통하여 현재 접속된다. 부가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D3)는 라우터

(213) 액세스 포인트(310)를 통하여 무선 네트워크에 미리 접속되지만, 안테나(322) 및 커버리지 범위(321)(점선으로 도

시됨)를 가진 라우터(223) 및 액세스 포인트(322)를 통하여 현재 접속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들(D1 및 D3)은 액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에 대한 각각의 접속들 및 각

각의 라우터들(203 및 223)에 대한 구성 정보에 사용된 채널에 관한 레벨 2 접속 정보를 저장한다. 액세스 포인트(310)에

접속되는 동안, 모바일 디바이스(D1)는 현재 채널을 통하여 이런 저장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데이터를 주기

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점선으로 동심원으로서 도시됨). 당업자는 모바일 디바이스(D1)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커버리

지 범위(311)내에 있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모바일 디바이스(D3)는 상기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그러므로 액세스 포인트(310)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에서 청취하거나 접속되는 임의의 모

바일 디바이스들은 액세스 포인트(300) 및 라우터(203) 및 액세스 포인트(330) 및 라우터(223)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

된 각각의 채널에 대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정보를 검출하고 저장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들(D1, D2 및 D3)은 라우터(213) 및 액세스 포인트(310)에 모두 접속될 수 있고, 모바

일 디바이스(D1)는 라우터(203) 및 액세스 포인트(300)에 미리 접속되고 액세스 포인트(300)에 대한 접속 정보 및 라우터

(203)에 대한 구성 데이터를 저장했다. 이 실시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D3)는 라우터(223) 및 액세스 포인트(330)에 미

리 접속되고 액세스 포인트 및 라우터에 대한 접속 정보 및 구성을 저장했다. 액세스 포인트(310)에 접속되는 동안, 모바일

디바이스들(D1 및 D3)은 액세스 포인트(310)에 대한 접속에 사용된 채널로부터 각각의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해

사용된 채널들로 주기적으로 스위치할 수 있다. 각각의 주기적 채널 스위치로 인해,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액세스 포인트

들(300 및 320)에 대한 이전의 접속들에 사용된 채널들을 통하여 액세스 포인트(310) 및 라우터(213)에 각각의 현재 접속

들에 대한 접속 정보 및 구성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점선으로 동심원으로서 도시됨). 따라서, 액세스 포인트(300 및

320)와 접속중인 임의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액세스 포인트(310) 및 라우터(213)에 대한 접속 정보 및 구성 데이터를 검

출 및 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D2)가 액세스 포인트(310) 커버리지 범위(311)의 외측 경로(3A)를 따라 액세스 포인트

(300)의 커버리지 영역내의 포인트(A)로 이동하면, 상기 접속을 위한 저장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300) 및 라우터(203)와 접속을 즉가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만약 모바일 디바이

스(D2)가 경로(3B)를 따라 포인트(B)로 이동하면, 액세스 포인트(330) 및 라우터(223)에 대한 구성 자체와의 접속을 즉각

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D2)가 액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중 하나 및 라우터들(203 및 223)중 하나에

새로운 접속을 설정하면, 액세스 포인트(310)에 대한 이전의 접속을 위하여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액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중 하나에 새로운 접속에 대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선

택적으로, 액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중 하나에 대하여 새로운 접속에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액세스 포인트(310)에 대

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데이터를 저장 및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도 3에서, 경로들(3A 및 3B)중 하나를 따른 모바일 디바이스(D2)의 이동은 모바일 디바이스(D2) 및 액세스 포인트(310)

간의 손실 또는 최소한 약한 신호를 유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D2)는 보다 강한 접속을 얻기 위하여 액

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중 하나와 새로운 접속을 시작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D2)는 현재 액세스 포인트(310)로 통신 신호의 세기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현재 액세스 포인트(310)의 커

버리지 범위(311) 외부로 유도하는 경로들(3A 및 3B)중 하나를 따른 이동 및 신호 세기의 결과적인 손실을 검출할 수 있

다. 만약 신호 세기가 미리 결정된 임계 값 이하로 떨어지면,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상기된 바와같이 보다 우수한 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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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액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 중 하나와 접속을 시작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다. 커버리지 범위(311) 외부로의 이동

은 예를 들어 과도한 통신 타임아웃들 및 너무 많은 재시도들 같은 통신 실패들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당업자는 신호 실

패를 검출하고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들을 인식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커버리지 범위 오버랩이 모바일 디바이스(D2)가 액세스 포인트(311) 및 액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 중 하

나 간에서 반복적으로 역방향 및 순방향으로 스위칭하게 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예를 들어 통

상적인 온도 조절 디바이스에 사용된 이중 값 응답 같은 제어 시스템 히스테리시스의 많은 공지된 방법들중 임의의 하나를

포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이동 프로토콜의 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저장된 레벨 2 접속 정보 및 레벨 3 구성 데이터의 우선 순위 리스트를

유지하고,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을 시작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시도하는 액세스

포인트들(300 및 330)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독립된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따라, 도 4a-C는 사용될 수 있는

우선 순위 리스트들을 도시한다. 일 실시예에서, 테이블은 최종 수신된 전송 순서로 1번째에서 n번째로 우선 순위의 리스

트를 유지한다. 도 4a에서, 예를 들어 최종 수신된(즉, 가장 새로운) 전송은 리스트에서 제 1 우선 순위로 제공되는 액세스

포인트 1(AP 1)로서 지정된 액세스 포인트에 관한 것이고; 최신 전송 다음의 제 2번째는 제 2 우선 순위로서 지정되는 액

세스 포인트4(AP 4)에 관한 것이고; 가장 오래된 전송은 n번째 우선 순위로서 지정된 액세스 포인트 x(AP x)에 관한 것이

고, 여기서 "n"은 임의의 바람직한 수의 우선 순위들이다. 비록 적어도 3개의 우선 순위 레벨로서 도시되지만, 우선 순위 리

스트는 단일 레벨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우선 순위 리스트는 GPS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및 액세스 포인트들의 상대적

위치들에 따라 유지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GPS 수신기(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수신된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위치를 연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동시에 저장된 액세스 포인트들에 대한 각각의 거리를 재계산한

다. 이런 실시예에서, 임의의 시간에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는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테이블은 임의의 미리 결정된 시간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신된 총 수의 전송들의 순서에서

1번째로부터 n번째로 우선 순위의 리스트를 유지한다. 도 4b에서, 예를 들어 액세스 포인트(7)에 대한 접속 정보는 555번

수신되고, 이것은 대부분의 임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이다. 결과적으로, 액세스 포인트(7)는 리스트에서 1번째 우선 순위

로 제공된다. 제 2 가장 높은 수의 수신된 전송은 액세스 포인트 9에 대한 접속 정보에 관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2번

째 우선 순위로 제공되고, 기타 등등이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테이블은 내림차순 평균 순서로 1에서 n번째 우선 순위로부터 평균 리스트 또는 가중된 평균들을 유지한

다. 평균은 미리 결정된 시간 길이에 따라 특정 액세스를 위하여 수신된 접속 정보의 전송 수일 수 있고; 미리 결정된 시간

길이에 걸쳐 수신된 전송들의 평균 신호 세기일 수 있고; 선택적으로 수신된 전송들의 총수와 평균 신호 세기의 가중된 적

(product)일 수 있다. 도 4c에서, 예를 들어 액세스 포인트 5에 대한 접속 정보는 55의 우선 순위 평균을 가지며, 이것은 대

부분의 임의의 다른 액세스 포인트이고 예를 들어 액세스 포인트 5에 대한 접속 정보가 최근 몇분에서 55번 수신되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액세스 포인트 5는 리스트에서 1번째 우선 순위로 제공된다. 액세스 포인트 22는 예를 들어

40의 우선 순위 평균을 가지며, 그러므로 2번째 우선으로 제공되고, 기타 등등이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선호도 또는 우선 순위의 표시를 제공하는 많은 가능한 방정식들, 공식, 또는 알고리듬들중 하나로서 평균

계산의 많은 바람직한 실행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상기된 바와같이, 신호 세기의 손실이 검출될 때, 모바일 디바이스는 접속 정보가 우선 순위 리스트의 상부에 저장되는 액

세스 포인트에 접속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접속 시도가 실패하면, 모바일 디바이스는 우선 순위 리스트의

다음 디바이스에 접속을 시도할 수 있고, 바람직한 접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리스트를 하향으로 계속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접속 및 대응하는 라우터에 대한 구성 데이터를 위한 채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

송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제 1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설계된 액세스 포인트에 대응하는 채널 정보 및 구성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액세스 포인트 및 라우터에 대한 접속을 위한 채널 정보 및 구성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전송 전력을 가변시키고, 이에 따라 보다 특정 장소 전송을 설정한다. 전력은 목표된 바와같은

전송의 보다 크거나 작은 커버리지 범위들을 얻기 위하여 공지된 무선 전송기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가변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예를 들어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D2)가 경로(3A)를 따라 이동하면, 액세스 포인트(300)에 대한 접속 정보

에 제 1 우선 순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된다. 모바일 디바이스들(D1 및 D3)이 보다 낮은 전송

전력을 가짐으로써, 모바일 디바이스(D1)에 보다 밀접한 경로(3A)를 따라 이동하는 모바일 디바이스(D2)는 디바이스(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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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디바이스(D1)로부터 보다 강한 전송을 수신할 것이다(또는 D3로부터의 전송을 전혀 수신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순위 리스트는 제 1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액세스 포인트(300)에 대한 접속 정보를 지정할 것이다. 유사하게, 경로

(3B)를 따라 이동하는 모바일 디바이스(D2)는 제 1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액세스 포인트(330)에 대한 접속 정보를

지정하는 우선 순위 리스트를 가진다. 이런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하는 디바이스들은 그들의 토포리지를 실질

적으로 인식하여, 보다 바람직한 우선 순위 리스트는 유지되고, 보다 적은 레이턴시 핸드오프들을 허용한다.

복수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가진 시스템에서, 신호 충돌 및 간섭이 바람직하지 않은 통신 품질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당

업자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충돌들 및 간섭은 충돌들 및 디바이스 간섭을 제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제어를 내장하는 IEEE

802.11 매체 액세스 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 프로토콜 같은 공지된 프로토콜의 사용에 의해 처리될 수 있

다. 상기 프로토콜들은 실행 캐리어 감지 다중 액세스(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SMA) 경쟁 프로토콜 또는 그것

의 변수일 수 있다.

도 5a 및 5b는 핸드오프 레이턴시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레벨 2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2가지 실시예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이 방법에 따라,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웃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과 직접적으로 제한된 통신

을 한다. 단계(410)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웃하는 디바이스들에 의해 보내진 새로운 채널 정보(즉, 데이터 링크 레벨

접속 정보)를 위해 현재 채널을 모니터링한다. 새로운 채널 정보가 수신될 때, 모바일 디바이스는 단계(412)에서 정보를

저장한다. 도 1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이 단계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액세스 포인트(110)에 이전에 접속되었지만

액세스 포인트(100)에 지금 접속되는 여러 모바일 디바이스(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메시지를 위해, 액세스 포인트(100)

를 설정한 채널(107)을 모니터링한다. 이런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는 액세스 포인트(100)와 통신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하

는 채널의 액세스 포인트(110)에 접속중인 데이터 링크 층 정보를 보낸다.

단계(414)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동을 검출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4')가 액세스 포인트(100)와의

접속시 전력 감소를 경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동이 단계(414)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이

전에 이동되는 디바이스는 단계(415)에서 현재 채널 통신 링크를 통하여 이전의 채널에 대한 저장된 채널 정보를 주기적

으로 전송하고 상기된 바와 같이 단계(410)로 제어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동이 검출될 때, 제어는 액세스 포인트(110)에 레벨 2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장된 정보가 검색되는

단계(416)로 전달된다. 단계(418)에서, 이 정보는 모바일 디바이스(104')와 액세스 포인트(110) 간의 데이터 링크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단계(418)에서, 제어는 이웃하는 디바이스들로부터의 채널 정보를 위해, 새롭게 설정된 채널

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단계(410)로 리턴한다.

상기된 방법은 액세스 포인트(110)와의 접속에서 액세스 포인트(100)와의 접속으로 이동되는 이웃하는 디바이스가 이미

있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104)가 이동할 때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가 없다면, 도 5b에 도시된 단

계들은 실행된다. 단계(420)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새로운 채널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기된 바와같은 액세스 포인

트(110)를 검증한다. 단계(422)에서, 디바이스(104')는 액세스 포인트(110)와의 접속(109)을 설정한다. 그 다음 디바이스

(104')는 단계(424)에서 새로운 채널에 대한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단계(426)에서 채널(109)을 사용하여 이웃하는 디바

이스들에 새로운 채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이런 방식으로, 액세스 포인트(110)와 현재 통신하는 다른 모바일 디

바이스들(도시되지 않음)은 그들이 접속을 요구하기 전에 액세스 포인트(100)에 대한 접속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도 6a 및 6b는 레벨 2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본 발명의 2개의 다른 실시예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이 방법은 새로운 액

세스 포인트와 접속을 설정하는 중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채널을 사용하여 새로운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접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 5a 및 5b와 관련하여 상기된 방법과 유사하게 동작한

다. 도 1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이 단계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액세스 포인트(110)에 이미 접속된 다른 모바일 디

바이스(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메시지들에 대해 액세스 포인트(100)로 설정된 채널(107)을 모니터링한다. 이런 다른 모

바일 디바이스는 만약 발견되는 액세스 포인트(110)와 통신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의 액세스 포인트(110)에 접속중인 데

이터 링크 층 정보를 보내고, 이 데이터는 단계(432)에서 저장된다.

단계(434)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동을 검출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104')가 액세스 포인트(100)와

접속시 전력 감소를 경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동이 단계(434)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다른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이

전에 이동된 디바이스는 단계(435)에서 이전의 채널 통신 링크를 통하여 새로운 채널에 관한 저장된 채널 정보를 주기적

으로 전송하고, 그 다음 상기된 바와같이 단계(430)에 대한 제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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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동이 검출될 때, 제어는 액세스 포인트(110)에 대한 레벨 2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장된 정보가 검색

되는 단계(436)로 전달된다. 단계(438)에서, 이 정보는 모바일 디바이스(104') 및 액세스 포인트(110) 간의 데이터 링크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단계(438)후, 제어는 이웃하는 디바이스들로부터 채널 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설정된

채널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단계(430)로 리턴한다.

상기된 방법은 액세스 포인트(100)와의 접속에서 액세스 포인트(110)와의 접속으로 이동되는 이웃하는 디바이스가 이미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104)가 이동할 때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가 없다면, 도 6b에 도시된

단계들은 실행된다. 단계(440)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새로운 채널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기된 바와같이 액세스 포

인트(110)를 검증한다. 단계(442)에서, 디바이스(104')는 액세스 포인트(110)와의 접속(109)을 설정한다. 디바이스(104')

는 단계(444)에서 새로운 채널에 대한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단계(446)에서 채널(107)을 사용하여 이웃하는 디바이스들

에 새로운 채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이런 방식에서, 액세스 포인트(100)와 현재 통신하는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

들(도시되지 않음)은 그들이 접속 설정을 요구하기 전에 액세스 포인트(110)에 대한 접속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디바이스(104')는 채널(109)을 통하여 액세스 포인트(100)에 대한 채널 정보 및 채널(107)을 통하여 액

세스 포인트(110)에 대한 채널 정보를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디바이스들이 이동할 때, 그들은 상기된 바

와같이 저장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빠르게 접속을 설정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양상을 도시한다; 네트워크 층 또는 레벨 3 접속. 도 7에 도시된 방법은 이전에 기술된 방법과 함께

또는 독립되어 사용될 수 있다. 단계(510)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막 이동되고 예를 들어 상기된 임의의 방법들 또

는 도 5a, 5b, 6a 또는 6b에 도시된 방법 또는 다른 종래 임의의 방법에 의해 액세스 포인트(110)와 레벨 2 접속을 설정한

다. 다음, 단계(512)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도시되지 않음)로부터 라우터 구성 데이터를 수

신하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단계(514)에서 구성 데이터가 수신되면,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데이터와 함께 수신된 보안

증명서들의 유효성을 결정함으로써 데이터 유효성을 검사한다. 만약 데이터가 확인되면 처리는 단계(516)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계(518)에서 레벨 3 접속을 설정한다. 그 다음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 접속을 사용하

여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를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만약 단계(512)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가 피어(peer)로부터

라우터 구성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거나 단계(514)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확인된 것을 발견되면 제어는 라우터 유도 메시지

를 보내기 위하여 단계(520)로 전달된다.

단계(518)후, 비록 레벨 3 접속이 설정되더라도, 예시적인 알고리듬은 라우터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보내기 위하여 단계

(520)로 브랜치할 수 있다. 이런 선택적 단계, 및 선택적 단계들(522, 524, 526 및 530)은 부당한 피어에 의해 전송되는

임의의 나쁜 구성 데이터가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라우터 유도 메시지를 보낸

후, 모바일 디바이스(104')의 접속 스레드는 라우터 광고 데이터를 단계(522)에서 기다린다. 라우터 광고 데이터가 수신될

때, 단계(524)에서, 단계(516)에서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검사된다(만약 임의의 상기 데이터가 저장되면). 만약 라우터 광

고 데이터가 단계(524)에서 저장된 데이터와 매칭하면, 제어는 하기된 바와같이 단계(532)로 전달된다.

그러나, 만약 단계(522)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와 매칭하지 않으면, 새로운 데이터는 단계(526)에서 저장되

고, 단계(512)에서 피어로부터 수신된 임의의 구성 데이터를 대체한다. 단계(526)후, 단계(530)에서 처리는 수신된 광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레벨 3 접속을 설정한다.

단계(532)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액세스 포인트(110)와 레벨 2 접속을 설정하는 임의의 새로운 디바이스들에 대

하여 청취하는 루프에 진입하고, 단계(534)에서 상기 접속이 검출될 때, 디바이스(104')는 저장된 라우터 광고 데이터를

보낸다. 도 6의 흐름도에서, 그것은 단계(612)에서 모바일 디바이스(104')에 의해 수신된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단계(624)에서 전송된 데이터이다.

단계(532)에서 레벨 2 접속을 검출한후,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전송 채널을 모니터링하면서 라우터 구성 데이터를 보

내기 전에 임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임의의 시간 간격은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의한 전송과의 충돌들을 피

한다. 만약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도시되지 않음)가 상기 간격 동안 라우터 구성 데이터를 보내거나 만약 라우터가 라우터

광고 데이터를 보내면, 모바일 디바이스(104')는 전송을 중지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액세스 포인트(110)는 단계(532)에

서 레벨 2 접속들을 검출하고 단계(534)에서 라우터 구성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상 하나 이상의 모바일 디바

이스들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라우터 구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지정된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

에, 임의의 지연은 생략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6-0040680

- 8 -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레벨 2 및 3 접속들 및 접속 정보는 IEEE 802.11 표준과 일치하므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액세스

포인트와 레벨 2 접속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때, 모바일 디바이스는 액세스 포인트를 인증하고/연관시키도록 시도한다. 인

증 요구는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액세스 포인트로 전송되고, 액세스 포인트는 연관 응답으로 응답한다.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보내진 연관 응답은 네트워크상 모든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의해 보여지고, 단계(522)의 레벨 2 검출을 구성한

다.

비록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여기에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도시된 상세한 것들로 제한되지 않는

다. 오히려, 다양한 변형들은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청구항들의 범위내의 항목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핸드오프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 1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중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 간에 무선 접

속을 설정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접속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하나 이상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접속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기 제 1 모

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상기 저장된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

드오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정보는 데이터 링크 레벨 접속 정보이고, 상기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현재 액세스 포

인트와 통신하기 위해 상기 제 1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상기 접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정보는 데이터 링크 레벨 접속 정보이고, 상기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와 통신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상기 접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액세스 포인트 간에 무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액세스 포인트 간의 상대적 거리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액세스 포인트 간의 상기 모니터링된 거리가 미리 결정된 임계값보다 크게 될 때, 상기 모바

일 디바이스와 상기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중 다른 액세스 포인트 간에 새로운 무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핸드오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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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액세스 포인트 간에 무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액세스 포인트 간의 신호 세기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신호 세기가 미리 결정된 임계값 미만일 때,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중 다른 액세스 포인트

간에 새로운 무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정보에 우선 순위 레벨을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우선 순위 레벨에

따라 구성된 리스트에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무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리스트내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 레벨을 가진 접속 정

보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가장 높은 우선 순위 레벨을 가진 접속 정보에 따라 상기 새로운 무선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

여 시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커버리지 범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송 전력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정보는 네트워크 레벨 접속 정보이고, 상기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하나 이상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링크 레벨 접속을 설정할 때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 이상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상기 네트워크 레벨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0.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핸드오프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현재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된 제 1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하나 이상의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간

에 무선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접속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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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현재 또는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들에 접속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상기 현재

액세스 포인트와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 중 하나와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 간에 무선 접속을 설정하기 위해, 저장된 접속 정

보를 상기 제 1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현재 액세스 포인트에 통신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을

통하여 상기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무선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저장된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

드오프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이전의 액세스 포인트에 통신하기 위하여 사용된 채널

을 통하여 상기 현재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무선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저장된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

드오프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정보에 우선 순위 레벨을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우선 순위

레벨에 따라 구성된 리스트에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 1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현재 액세스 포인트 간의 신호 세기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신호 세기가 미리 결정된 임계값 이하가 될 때, 가장 높은 우선 순위 레벨을 가진 수신된 정보에 따라 상기 제 1 모바일 디

바이스와 상기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중 다른 액세스 포인트 간에 새로운 무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핸

드오프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액세스 포인트들의 각각 간의 거리

에 기초하여, 상기 정보에 우선 순위 레벨을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우선 순위 레벨에 따라 구성된 리스트에 상기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우선 순위 리스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저장된 액세스 포인트 정보와 함께 포함된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저장된 액세스 포인트들의 각각 간의 상대적 거리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신호 세기가 미리 결정된 임계값 이하가 될 때, 가장 높은 우선 순위 레벨을 가진 수신된 정보에 따라 상기 제 1 모바일 디

바이스와 상기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중 다른 액세스 포인트 간에 새로운 무선 접속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핸

드오프 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커버리지 범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송 전력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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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핸드오프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 1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상기 모바일 디바이스와 상기 복수의 액세스 포인트들의 현재 액세스 포인트 간에 레벨 3 접속

을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레벨 접속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네트워크 레벨 접속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링크 레벨 접속을 설정할 때를 검출하는 단계; 및

하나 이상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상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네트워크 레벨 접속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기 제 1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들에 상기 네트워크 레벨 접속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핸드오프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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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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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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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도면5a

공개특허 10-2006-0040680

- 15 -



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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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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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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