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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타겟 기지국으로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함을 통보하

고;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의 핸드오버 통보에 상응하게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어느 한 프로세스의 생략 가능 여부를 나타

내는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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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0

색인어

핸드오버, 네트워크 재진입,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필드, RNG-RSP 메시지, SBC-

REQ 메시지, SBC-RSP 메시지, REG-REQ 메시지, REG-RSP 메시지, T18 타이머, T6 타이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수행에 따른 MSS의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입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3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수행에 따른 MSS의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입 과정중

SBC-REQ 메시지와, SBC-RSP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 및 REG-RSP 메시지 송수신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가 '1X0XXXX1/0X1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가 '0X1XXXX0/1X0XXXX0'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가 '0X1XXXX1/1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

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REG-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

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와 REG-

RSP 메시지 모두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 가입자 단말기(MSS: Mobile Subscriber Station. 이하 'MS'라 칭하기

로 한다)의 핸드오버에 따른 네트워크 재진입(network re-entry)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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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신 시스템인 4세대(4G: 4th Generation, 이하 '4G'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에서는 고속의 전송 속도를 가

지는 다양한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이하 'QoS' 칭하기로 한다)을 가지는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

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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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네트워크(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이하 'MAN'이라 칭하기로 한다) 통신 시스템은 고속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여기서, 상기 무선 MAN 통신 시스템은 광대역 무선 접속 통신 시스템으로서, 상기 무선 LAN 통신 시스템에 비

해서 그 서비스 영역이 넓고 더 고속의 전송 속도를 지원한다. 따라서, 현재 4G 통신 시스템에서는 비교적 높은 전송 속도

를 보장하는 무선 LAN 통신 시스템 및 무선 MAN 통신 시스템에 가입자 단말기(SS: Subscriber Station, 이하 'SS'라 칭

하기로 한다)의 이동성(mobility)과 QoS를 보장하는 형태로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기 4G 통신 시스템에서 제

공하고자 하는 고속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기 무선 MAN 통신 시스템의 물리 채널(physical channel)에 광대역(broadband) 전송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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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OFDMA'이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이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6a 통신 시스템 및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 1을 참조하여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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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100)을 관장하는 기지국(BS: Base Station)(110)과, 상기 셀(150)을 관장하는 기지국(140)과, 다수의 MSS들(111),

(113),(130),(151),(153)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들(110),(140)과 상기 MSS들(111),(113),(130),(151),(153)간

의 신호 송수신은 상기 OFDM/OFDMA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상기 MSS들(111),(113),(130),(151),(153)

중 MSS(130)는 상기 셀(100)과 상기 셀(150)의 경계 지역, 즉 핸드오버(handover) 영역에 존재한다. 즉, 상기 MSS(130)

은 상기 기지국(110)과 신호를 송수신하는 중에 상기 기지국(140)이 관장하는 셀(150)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서빙 기지

국(serving BS)이 상기 기지국(110)에서 상기 기지국(140)으로 변경되게 된다.

상기 도 1에서는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2를 참조하여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수행에 따른 MSS의 타겟 기지국(Target BS)과의 네트워크 재진입(network re-

entry)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수행에 따른 MSS의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입 과

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MSS(200)는 서빙 기지국에서 타겟 기지국(250)으로 핸드오버를 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

(250)과 다운링크(downlink) 동기를 획득하고, 다운링크 및 업링크(uplink)에서 사용할 파라미터(parameter)를 수신한다

(211단계). 이후, 상기 MSS(200)는 상기 타겟 기지국(250)과 레인징(ranging) 동작을 수행하여 업링크 동기를 획득하고,

송신 전력을 조정하는 동작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상기 MSS(200)는 상기 타겟 기지국(250)으로 레인징 요구(RNG-

REQ: Ranging Request, 이하 'RNG-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하고(213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250)은 상기

MSS(200)로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레인징 응답(RNG-RSP: Ranging Response, 이하 'RNG-

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215단계).

이렇게, 레인징 동작을 수행한 후 상기 MSS(200)는 상기 타겟 기지국(250)과 상기 MSS(200)의 기본 용량을 협상하기 위

해 상기 타겟 기지국(250)으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요구(SBC-REQ: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quest,

이하 'SBC-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217단계). 여기서, 상기 SBC-REQ 메시지는 상기 MSS(200)가 상

기 타겟 기지국(250)과 기본 용량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 송신하는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로서, 상기 SBC-REQ 메시지에는 상기 MSS(200)가 지원 가능한 변조(modulation) 및

코딩(coding) 방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타겟 기지국(250)은 상기 MSS(200)로부터 상기 SBC-REQ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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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SBC-REQ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MSS(200)가 지원 가능한 변조 및 코딩 방식을 확인한 후

상기 SBC-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기본 용량 응답(SBC-RSP: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sponse, 이하 'SBC-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219단계).

상기 SBC-RSP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MSS(200)는 MSS 인증 및 키 교환을 위해 상기 타겟 기지국(250)으로 암호 키 관

리 요구(PKM-REQ: Privacy Key Management Request, 이하 'PKM-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221단

계). 여기서, 상기 PKM-REQ 메시지는 상기 MSS(200) 인증을 위한 MAC 메시지이며, 상기 MSS(200)의 고유 정보

(certificate)를 포함한다. 상기 PKM-REQ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타겟 기지국(250)은 상기 PKM-REQ 메시지에 포함되

어 있는 상기 MSS(200)의 고유 정보를 가지고 인증 서버(AS: Authentication Server)(도시하지 않음)와 인증을 수행한

다. 상기 인증 결과 상기 MSS(200)가 인증된 MSS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250)은 상기 MSS(200)에게 상기 PKM-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암호 키 관리 응답(PKM-RSP: Privacy Key Management Response, 이하 'PKM-RSP'

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223단계). 여기서, 상기 PKM-RSP 메시지에는 상기 MSS(200)에 할당된 인증키

(AK: Authentication Key)와, 암호화키(TEK: Traffic Encryption Key)가 포함된다.

상기 PKM-RSP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MSS(200)는 상기 타겟 기지국(250)으로 등록 요구(REG-REQ: Registration

Request, 이하 'REG-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225단계). 여기서, 상기 REG-REQ 메시지에는 상기

MSS(200)의 MSS 등록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REG-REQ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타겟 기지국(250)은 상기 REG-REQ 메

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SS 등록 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MSS(200)를 상기 타겟 기지국(250)에 등록시키고, 상기 MSS

(200)로 상기 RE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등록 응답(REG-RSP: Registration Response, 이하 'REG-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송신한다(227단계). 여기서, 상기 REG-RSP 메시지에는 상기 등록된 MSS 등록 정보가 포함된

다.

이렇게, 상기 타겟 기지국(250)으로 등록을 완료한 MSS(200)는 상기 MSS(200)의 종류 혹은 기지국들간의 상기 MSS

(200)의 정보 공유 및 전달 여부에 상응하게 선택적으로 상기 타겟 기지국(250)과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 칭하기로 한다) 연결(connection)을 설정 하거나(229단계), 혹은 상기 타겟 기지국(250)으로 동작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231단계). 여기서, 상기 타겟 기지국(250)과 IP 연결을 설정하거나 혹은 동작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동작은 선택적(optional)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후, 상기 MSS(200)는 상기 서빙 기지국에서 서비스

받고 있던 플로우(flow) 등을 재설정하여 연결을 재설정하고(233단계), 상기 연결 재설정에 따라 상기 MSS(200)는 상기

타겟 기지국(250)과 정상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235단계).

상기 도 2에서는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수행에 따른 MSS의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

입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3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수행에 따

른 MSS의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중 상기 SBC-REQ 메시지와, SBC-RSP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 및

REG-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수행에 따른 MSS의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입 과

정중 SBC-REQ 메시지와, SBC-RSP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 및 REG-RSP 메시지 송수신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

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MSS(300)는 서빙 기지국에서 타겟 기지국(3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350)과의 레

인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 RNG-REQ 메시지를 송신한다(311단계). 그러면 상기 타겟 기지

국(350)은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300)로 송신한다(313단계). 상

기 MSS(300)는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 SBC-REQ 메시

지를 송신한다(315단계). 여기서, 상기 MSS(300)는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 상기 SBC-REQ 메시지를 송신함과 동시

에 상기 SBC-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SBC-RSP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하는 타이머(timer)인 T18 타이머를 구

동시작하고, 상기 T18 타이머가 파기(expire)될 때까지 상기 SBC-RSP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하고, 상기 T18 타이머가

파기되면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 상기 SBC-REQ 메시지를 재전송하게 된다.

한편, 상기 MSS(300)는 상기 T18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부터 상기 SBC-RSP 메시지를 수

신하면(317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의 등록을 위해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 REG-REQ 메시지를 송신한다

(319단계). 물론,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MSS(300)와 상기 타겟 기지국(350)간에는 SBC-REQ 메시지/

SBC-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 이후 PKM-REQ 메시지/PKM-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이 수행되어야만 하지만 상기 도 3

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기 PKM-REQ 메시지/PKM-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을 생략하였음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상기

MSS(300)는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 상기 REG-REQ 메시지를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RE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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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인 REG-RSP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하는 타이머인 T6 타이머를 구동 시작하고, 상기 T6 타이머가 파기될 깨까지

상기 REG-RSP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하고, T6 타이머가 파기되면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 REG-REQ 메시지를 재전

송하게 된다. 상기 MSS(300)는 상기 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350)으로부터 상기 REG-RSP 메시지

를 수신하게 되면(321단계),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한 다음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MSS가 서빙 기지국에서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수행할 경우 백본 네트워크(backbone network)를 통해 서빙

기지국과 타겟 기지국간의 핸드오버 프로세스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상기 핸드오버 수행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 예로 1 바이트(byte)로 구성된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HO Process Optimization, 이하

'HO Process Optimization'라 칭하기로 한다) 필드(filed)의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 혹은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와 상기 MSS의 핸드오버 수행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들중 생략 가능한 프로세스들을 상기 MSS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표 1을 참조하여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표 1]

 비트 #  설명

 0  Omit SBC-REG/RSP management message during re-entry processing

 1  Omit PKM-REQ/RSP management messages during re-entry processing

 2  Omit REG-REG/RSP management message during re-entry processing

 3  Omit Network Address Acquisition management messages during re-entry processing

 4  Omit Time of Day Acquisition management messages during re-entry processing

 5  Omit TFTP management message during re-entry processing

 6  Full service and operational state transfer or sharing between serving BS and target

BS (ARQ, timers, counters, MAC state machines, etc.)

 7  Reserved (NBR-ADV 메시지나 MOB-BSHO-RSP 메시지에 포함되는 경우), or Post-HO re-entry

MSS DL data pending at target BS (RNG-RSP에 TLV로 포함되는 경우)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는 상기 MSS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중

에 필요한 각종 프로세스들의 수행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8비트(8bits)로 구성되며, 상기 8비트 각각은 상기 MSS가

서빙 기지국(serving BS(Base Station))에서 타겟 기지국(target BS)으로 핸드오버한 후 상기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중에 필요한 프로세스들 각각의 생략 여부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각 비트들이 나타내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비트 #0은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

내며, 상기 비트 #0이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할 것임

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0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

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비트 #1은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PKM-REQ 메시지/PKM-RSP 메시지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

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1이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PKM-REQ 메시지/PKM-RSP 메시지의 송수신

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1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PKM-REQ 메시지/PKM-RSP 메시

지의 송수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비트 #2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2가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2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네 번째로, 비트 #3은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Network Address Acquisition

management)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3이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

간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3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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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과 MSS간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

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 메시지들이라 함은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

요한 메시지들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로, 비트 #4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시간 획득 관리(Time Of Day Acquisition management) 메시지들

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4가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시간 획득 관리 메

시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4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시간 획득 관리 메시

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시간 획득 관리 메시지들이라 함은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시간 정보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들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로, 비트 #5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5가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TFTP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

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5가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TFTP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수

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비트 #3과, 비트 #4와, 비트 #5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은 상기 MSS의 종류에

따라 상기 MSS에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상기 MSS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MSS들에 적용된다고 가정하

기로 한다.

일곱 번째로, 비트 #6은 상기 MSS가 서빙 기지국에서 동작하던 서비스 및 동작 상태 정보를 상기 서빙 기지국이 타겟 기

지국으로 전송하거나 혹은 상기 기지국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MSS와 타겟 기지국간에 어떠한 추가 프로세스가

없이도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에서 바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6이 '1'

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추가 프로세스가 없이도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에서 바로 정상적인 서비스

를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및 동작 상태 정보는 일 예로 자동 재전송 요구(ARQ: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이하 'ARQ'라 칭하기로 한다) 상태와, 각종 타이머 값들과, 카운터(counter) 값들과, MAC 스테

이트(state) 머신(machine) 값들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 #7은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인접 기지국 광고(NBR-ADV: Neighbor Advertisement,

이하 'NBR-ADV'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와 이동 기지국 핸드오버 응답(MOB-BSHO-RSP: MOBile Base Station

HandOver Response, 이하 'MOB-BSHO-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reserved),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RNG-RSP 메시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MSS가 핸드오버한 후

상기 MSS에게 전송할 다운링크 데이터를 상기 타겟 기지국이 버퍼링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7이 '1'일

경우 상기 MSS가 핸드오버한 후 상기 MSS에게 전송할 다운링크 데이터를 상기 타겟 기지국이 버퍼링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는 상기 NBR-ADV 메시지와 MOB-BSHO-RSP에 포함

될 경우에는 서빙 기지국이 MSS에게 상기 서빙 기지국에 인접하는 핸드오버 가능한 기지국들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서 제

공되는 것으로서, 상기 각 비트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상기 MSS가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할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상기 RNG-RSP 관리 메시지에 포함될 경우

에는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생략하지 않을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는 상기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정보를 사용하여 MSS의 핸드오버에 따른 타겟 기지국과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비트 #0과, 비트 #2의 값과는 상관없이 상기 타겟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BC-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상기 SBC-

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기 MSS가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정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재진입을 수행하는 중에 상

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비트 #0과, 비트 #2의 값과는 상관없이 상기 타겟 기지국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면 SBC-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각 비트들의 비트값들의 설정과는 관계

없이 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MSS로 SBC-RSP 메시지, 혹은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

RSP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해당 비트들, 즉 비트 #0와 비트 #1이 그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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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전송

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 시간 동안 상기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한 이후의 다른 프로세스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상기 SBC-

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해야만 한다. 이 경우 상기 MSS는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

시지의 수신을 대기해야하는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MSS의 핸드오버에 따른 타겟 기지국과의 고

속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해 제안된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기 MSS

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해서 혼돈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로,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RNG-RSP 메시지에 포함되는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비트 #0, 혹은 비트 #2

혹은 상기 비트#0과 비트 #2가 모두 그 값이 '1'로 설정되어 MSS가 상기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를 모두 수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상기 타겟 기지국

이 상기 MSS로 상기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

지를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상태가 열악하여 상기 전송한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와 같은 이유로 상기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가 수신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로 성공적으로 전송했다고 판단하고, 상기 MSS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타

겟 기지국이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를 전

송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 시간 동안 상기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한 이후의 다른 프로세스들을 진행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상

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

시지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기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한 이후의 다른 프로세스들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된다. 이 경우, 상기 MSS는 상기 서빙 기지국에서 사용하던 값들과는 상이하게 설정되어야만 하는 값들을 상기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를 통해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사용할 동작 파라미터등의 설정값들이 일치

하지 않게 되어 상기 이후의 네트워크 재진입을 위한 프로세스들 상에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의 연결을 초기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상기 첫 번째로

설명한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SBC-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를 전송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만약 상기 MSS가 상기 SBC-

RSP 메시지, 혹은 상기 REG-RSP 메시지,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상기 REG-RSP 메시지의 전송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 수신 여부를 파악하거나 혹은 그 정상 수신 여부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시스템에서 MSS의 핸드오버에 따른 네트워크 재진입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통신 시스템에서 최소의 지연을 가지는 네트워크 재진입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통신 시스템에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 정보를 사용하여 최소의 지연을 가지는 네트

워크 재진입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타겟 기지국으로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함을 통보하고;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의 핸드오버 통보에 상응하게 상기 이동 단말기

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어느 한

프로세스의 생략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한

다.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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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network re-entry) 시스템 및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을 수행하는 중에 이동 가입자 단말기(MSS: Mobile Subscriber Station, 이하 'MSS'라 칭하기로 한

다)가 핸드오버(handover)할 경우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발명은 통신 시

스템에서 (MSS가 핸드오버할 경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HO Process Optimization, 이하 'HO Process

Optimization'라 칭하기로 한다) 필드(field) 정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

써 상기 MSS가 최단 시간내에 신뢰성있게 네트워크 재진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광대역 무선 접속(BWA: Broadband Wireless Access) 통신 시스템은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6e 통신 시스템을 상기 통신 시스템의 일 예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하기 표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중에 사용하는 HO Process

Optimization필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필드는 상기 MSS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중에 필요한 각종 프로세스들의 수행 여부를 나타내는 필드이며, 상기 각종 프로세스들의 수행 여

부는 하기 표 2의 각 비트값에 의해 결정된다.

[표 2]

 비트 #  설명

 0  Omit SBC-RSP management message during re-entry processing

 1  Omit PKM-REQ/RSP management messages during re-entry processing

 2  Omit REG-RSP management message during re-entry processing

 3  Omit Network Address Acquisition management messages during re-entry processing

 4  Omit Time of Day Acquisition management messages during re-entry processing

 5  Omit TFTP management message during re-entry processing

 6  Full service and operational state transfer or sharing between serving BS and target

BS (ARQ, timers, counters, MAC state machines, etc.)

 7  Omit all SBC-REQ and REG-REQ management messages during re-entry processing. If this

bit is '0', MSS shall send the REQ message(s) as indicated not to omit the

corresponding RSP message(s) in bit #0 and #2.

상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는 8비트(8bits)로 구성되며, 상기 8비트 각각은 상기

MSS가 서빙 기지국(serving BS(Base Station))에서 타겟 기지국(target BS)으로 핸드오버한 후 상기 타겟 기지국과의 네

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중에 필요한 프로세스들 각각의 생략 여부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각 비트들이

나타내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비트 #0은 타겟 기지국이 MSS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응답(SBC-RSP: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sponse, 이하 'SBC-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 송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0이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로 SBC-RSP 메시지를 송신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0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로 SBC-RSP 메시지를 송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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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비트 #1은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암호 키 관리 요구(PKM-REQ: Privacy Key Management Request,

이하 'PKM-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암호 키 관리 응답(PKM-RSP: Privacy Key Management Response, 이하

'PKM-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1이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PKM-REQ 메시지/PKM-RSP 메시지의 송수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1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PKM-REQ 메시지/PKM-RSP 메시지의 송수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비트 #2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MSS로 등록 응답(REG-RSP: Registration Response, 이하 'REG-RSP'라 칭하

기로 한다) 메시지 송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2가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로

REG-RSP 메시지를 송신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0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로 REG-RSP 메시

지를 송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네 번째로, 비트 #3은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Network Address Acquisition

management)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3이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

간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3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

지국과 MSS간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네트워

크 어드레스 획득 관리 메시지들이라 함은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

요한 메시지들을 나타낸다.

다섯 번째로, 비트 #4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시간 획득 관리(Time Of Day Acquisition management) 메시지들

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4가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시간 획득 관리 메

시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4이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시간 획득 관리 메시

지들의 송수신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시간 획득 관리 메시지들이라 함은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시간 정보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들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로, 비트 #5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5가 '0'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TFTP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

을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비트 #5가 '1'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TFTP 관리 메시지들의 송수신을 수

행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비트 #3과, 비트 #4와, 비트 #5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은 상기 MSS의 종류에

따라 상기 MSS에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상기 MSS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MSS들에 적용된다고 가정하

기로 한다.

일곱 번째로, 비트 #6은 상기 MSS가 서빙 기지국에서 동작하던 서비스 및 동작 상태 정보를 상기 서빙 기지국이 타겟 기

지국으로 전송하거나 혹은 상기 기지국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MSS와 타겟 기지국간에 어떠한 추가 프로세스가

없이도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에서 바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6이 '1'

일 경우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추가 프로세스가 없이도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에서 바로 정상적인 서비스

를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및 동작 상태 정보는 일 예로 자동 재전송 요구(ARQ: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이하 'ARQ'라 칭하기로 한다) 상태와, 각종 타이머 값들과, 카운터(counter) 값들과, MAC 스테

이트(state) 머신(machine) 값들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 #7은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요구(SBC-REQ: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quest, 이하 'SBC-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와 등록 요구(REG-REQ: Registration Request,

이하 'REG-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의 송신을 생략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비트 #7이 '1'일 경우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송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며, 이 경우 상기 비

트 #0번과 비트 #2 값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 경우는, 비트 #0이 '0'이고, 비트 #2도 '0'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단, 상기'X'

는 don't care되는 비트를 나타내며, 본 발명에서는 상기 don't care 비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하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8비트로 표현될 경우 상기 'X'는 don't care 비트를 나타낸다)일 경우, 상기 MSS는 SBC-

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전송하지 않고, 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MSS로 상기 SBC-

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모두 전송해야만 한다.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일 경우의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의 동작은 하기에서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

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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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경우는, 비트 #0이 '0'이고, 비트 #2이 '1'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이면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상기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타겟 기지국은 SBC-RSP 메

시지는 전송해야 하고 REG-RSP 메시지는 전송하지 않는다.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일 경우

의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의 동작은 하기에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세 번째 경우는, 비트 #0이 '1'이고, 비트 #2이 '0'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이면 상기 타

겟 기지국은 상기 MSS로 SBC-RSP 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고, REG-RSP 메시지는 한다.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일 경우의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의 동작은 하기에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네 번째 경우는, 비트 #0이 '1'이고, 비트 #2 역시 '1'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1XXXX1'이면 상기

MSS는 상기 기지국으로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MSS로 SBC-

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상기 네 번째 경우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에 상기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 송수신과, REG-REQ/REG-RSP 메시지 송수신이 모두 수행되지 않고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직접 네트워크 재진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상기 비트 #7이 '0'일 경우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송신할 것

임을 나타내며, 이 경우 역시 상기 비트 #0번과 비트 #2 값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 경우는, 비트 #0이 '0'이고, 비트 #2도 '0'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0'이면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상기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모두 전송한다.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

국으로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

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전송해야만 한다. 이 경우는,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상기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의 송수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비트 #0이'0'이고, 비트 #2는 '1'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0'이면,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상기 SBC-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MSS와 상기 타겟 기지국간에 SBC-REQ 메시지/

SBC-RSP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하고,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REG-REQ 메시지는 전송하지 않는다.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0'일 경우의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의 동작은 하기에서 도 6을 참조하여 설명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세 번째 경우는, 비트 #0이 '1'이고, 비트 #2는 '0'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0'이면,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상기 SBC-REQ 메시지는 전송하지 않고, REG-REQ 메시지는 전송하여 상기 MSS와 상기

타겟 기지국간에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송수신을 수행한다.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0'일 경우의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의 동작은 하기에서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

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네 번째 경우는, 비트 #0이 '1'이고, 비트 #2 역시 '1'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1XXXX0'이면 상기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즉, 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MSS로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모두 전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MSS는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

지 중 적어도 1개의 메시지를 전송하므로 그 동작이 불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네 번째 경우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약 상기 네 번째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1XXXX0'일 경우가 발생하면 상기

MSS의 명확한 동작을 위해 일반적인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 즉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0'인

경우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점, 즉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비트 #0과 비트 #2의 설정값과는 상관없이 상기 타겟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BC-RSP 메

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의 불명확한 동작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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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문제점, 즉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채널 상태 등으로 인해 MSS가 수신하지 못

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물론,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사용할 경우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어떤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문제 발생 확률이 감소하지만, 상기 MSS

가 타겟 기지국이 전송할 것임을 통보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함을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상기 타겟 기지국

이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음을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통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상기 네트워크 재진입 과정에

서의 타겟 기지국과 MSS의 동작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이 전송할 것임을 통보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함을 판단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타이머(timer)를 사용하도록 한다. 즉, 상기 MSS는 상기 타이머가 파기(expire)될 때까지 상기 타겟 기지국

으로부터 해당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하고, 상기 타이머가 파기되면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상기 해당 메시지의 수신 실패에

상응하게 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서, 상기 타이머는 일반적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T18 타이머와 T6 타이머를 사용하기로 하며, 상기 T18 타이머와 T6 타이

머가 아닌 새로운 타이머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T18 타이머와 T6 타이머에 대해

서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상기 T18 타이머는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SBC-REQ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구동되어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SBC-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SBC-RSP 메시지의

수신을 대기하는 타이머로서, 상기 T18 타이머가 파기될 때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상기 SBC-REQ 메시지를

재전송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

국으로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로 REG-

RSP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며,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로 SBC-RSP 메시지만을 전송할 것임을 나

타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T18 타이머를

사용한다. 여기서, 상기 MSS가 서빙 기지국에서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함에 따라 레인징 요구(RNG-REQ: Ranging

Request, 이하 'RNG-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와 RNG-RSP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동작은 일반적인 RNG-REQ 메시

지와 RNG-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과 동일하고, 다만 상기 RNG-RSP 메시지에 포함되는 HO Process Optimization 필

드만 상이할 뿐이다. 상기 T18 타이머가 파기되면,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상기 SBC-REQ 메시지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SBC-RSP 메시지를 수신하기를 요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SBC-REQ 메시지를 전송하면 상기 MSS와 타겟 기지

국은 기존의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에 상응하게 동작한다. 상기 T18 타이머에 따른 타겟 기지

국과 MSS간의 동작은 하기에서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상기 T6 타이머는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REG-REQ 메시지

를 전송함과 동시에 구동되어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RE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REG-RSP 메시지

의 수신을 대기하는 타이머로서, 상기 T6 타이머가 파기될 때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REG-REQ 메시지를 재

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상기 MSS가 타겟 기지국으로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MSS로 SBC-RSP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REG-RSP 메시지만을 전송할 것임을 나타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에 상기 T6 타이머를 사용한다. 상기 T6 타이머가 파기되면, 상기 MSS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전

송한 REG-RSP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상기 REG-REQ 메시지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REG-RSP 메시지를 수신하기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REG-REQ 메시지

를 전송하면 상기 MSS와 타겟 기지국은 기존의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에 상응하게 동작한다.

상기 T6 타이머에 따른 타겟 기지국과 MSS간의 동작은 하기에서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상기 MSS가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상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SBC-REQ 메시지와 REG-

REQ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상기 REG-RSP 메시지와 SBC-RSP 메시지를

전송할 것임을 나타낼 경우, 즉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레인징 응답(RNG-RSP: Ranging

Response, 이하 'RNG-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상기 T18 타이머와 T6 타이머의 타이머 값들

중 최대값, 즉 Max{T18,T6}를 사용하여 타이머를 구동시킨다. 여기서, 상기 Max{T18,T6} 타이머가 파기될 때까지 상

기 MSS가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모두 수신하지 못하는지 혹은 상기 SBC-

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중 어느 한 메시지만 수신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그 동작이 상이하게 되는데 이는 하기에

서 도 8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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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도 4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MSS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상기 MSS와 타겟 기지국간의

RNG-REQ 메시지/RNG-RSP 메시지 송수신과,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 송수신과, REG-REQ 메시지/REG-

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물론,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MSS의 네트워

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RNG-REQ 메시지/RNG-RSP 메시지 송수신과,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

지 송수신과,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 이외에도 암호 키 관리 요구(PKM-REQ: Privacy Key

Management Request, 이하 'PKM-RE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암호 키 관리 응답(PKM-RSP: Privacy Key

Management Response, 이하 'PKM-RS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 송수신 동작 등과 같은 동작등이 필요로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기 RNG-REQ 메시지/RNG-RSP 메시지 송수신과, SBC-REQ 메시지/SBC-RSP 메시지 송

수신과, REG-REQ 메시지/REG-RSP 메시지 송수신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MSS(400)는 타겟 기지국(4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450)으로 RNG-REQ 메

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한다(411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450)은 상기 MSS(400)로부터 상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400)로 전송한다(413단계). 상기 MSS(400)는 상기 타겟 기지국(450)으

로부터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RNG-RSP 메시지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확인하고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이므로 Max{T18,T6} 타이머를 구동시킨다.

한편, 상기 MSS(400)는 상기 Max{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450)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

와 REG-RSP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되면(417단계), 상기 MSS(400)는 상기 Max{T18,T6} 타이머의 구동을 중

지시키고 이후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상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상기 도 4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였

으며, 다음으로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혹은'0X1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

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A/B 표기는 A 혹은 B임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기로 하며, 따라서

일 예로 '1X0XXXX1'혹은'0X1XXXX1'인 값을 가지는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는 '1X0XXXX1/0X1XXXX1'인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로 표현된다.

상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0X1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MSS(500)는 타겟 기지국(5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550)으로 RNG-REQ 메

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한다(511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550)은 상기 MSS(500)로부터 상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0X1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500)로 전송한다(513단계). 상기 MSS(500)는 상기 타겟 기

지국(550)으로부터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RNG-RSP 메시지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확

인하고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0X1XXXX1'이므로 T18/T6 타이머를 구동시킨다.

한편, 상기 MSS(500)는 상기 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550)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REG-

RSP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되면(515단계), 상기 MSS(500)는 상기 T18/T6 타이머 구동을 중지시키고 이후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상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상기 도 5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1X0XXXX1/0X1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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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

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0/1X0XXXX0'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

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0/1X0XXXX0'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MSS(600)는 타겟 기지국(6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650)으로 RNG-REQ 메

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한다(611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650)은 상기 MSS(600)로부터 상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0/1X0XXXX0'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600)로 전송한다(613단계).

상기 MSS(600)는 상기 타겟 기지국(650)으로부터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RNG-RSP 메시지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확인하고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0/1X0XXXX0'이므로 상기 타

겟 기지국(650)으로 SBC-REQ 메시지/REG-REQ 메시지를 전송한다(615단계). 이와 동시에 상기 MSS(600)는 상기

T18/T6 타이머를 구동시키고, 상기 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650)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

/REG-RSP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되면(617단계), 상기 MSS(600)는 상기 T18/T6 타이머 구동을 중지시키고 이

후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상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상기 도 6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0/1X0XXXX0'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

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

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1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

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1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MSS(700)는 타겟 기지국(7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750)으로 RNG-REQ 메

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한다(711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750)은 상기 MSS(700)로부터 상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1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700)로 전송한다(713단계).

상기 MSS(700)는 상기 타겟 기지국(750)으로부터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RNG-RSP 메시지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확인하고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1X0XXXX1'이므로 T18/

T6 타이머를 구동시킨다. 그런데, 상기 타겟 기지국(750)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REG-RSP 메시지를 채널 상태의 열

악함 등으로 인해 상기 MSS(700)가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게 된다(715단계). 물론, 상기 타겟 기지국(750)이 상기 타

겟 기지국(750)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상기 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SBC-RSP 메시지/ REG-RSP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MSS(700)는 상기 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750)으로부터 SBC-RSP 메시지/REG-RSP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으므로, 상기 타겟 기지국(750)으로 다시 상기 SBC-REQ 메시지/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SBC-RSP 메시지/REG-RSP 메시지의 재전송을 요구하게 된다(717단계). 상기 MSS(700)로부터 상기 SBC-REQ

메시지와 REG-REQ 메시지를 수신한 타겟 기지국(750)은 상기 타겟 기지국(750) 자신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700)가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했음을 인지하여 상기 MSS(700)로 상기 SBC-RSP 메시

지/REG-RSP 메시지를 재전송한다(719단계).

한편, 상기 MSS(700)는 상기 SBC-REQ 메시지/REG-REQ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T18/T6 타이머를 리셋

(reset)하여 재구동시키는데, 상기 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750)으로부터 상기 SBC-RSP 메시

지/REG-RSP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되면(719단계), 상기 MSS(700)는 상기 T18/T6 타이머 구동을 중지시키고

이후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상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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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7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1XXXX1/1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

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

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

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MSS(800)는 타겟 기지국(8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850)으로 RNG-REQ 메

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한다(811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850)은 상기 MSS(800)로부터 상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800)로 전송한다(813단계).

상기 MSS(800)는 상기 타겟 기지국(850)으로부터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RNG-RSP 메시지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확인하고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이므로 Max{T18,T6} 타이

머를 구동시킨다. 그런데, 상기 Max{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MSS(800)는 상기 타겟 기지국(850)이 전송

한 SBC-RSP 메시지는 채널 상태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고(815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850)이

전송한 REG-RSP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수신한다(817단계). 이 경우, 상기 MSS(800)는 상기 SBC-RSP 메시지를 수신하

지 못한 상태에서 REG-RSP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게 되고, 상기 MSS(800)는 상기 Max

{T18,T6} 타이머의 구동을 중지시키고 상기 타겟 기지국(850)으로 SBC-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타겟 기지국

(850)이 SBC-RSP 메시지를 재전송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819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850)은 상기 MSS(800)로부터 SBC-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타겟 기지국(850) 자신이 전송

한 상기 SBC-RSP 메시지를 상기 MSS(800)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상기 MSS(800)로

상기 SBC-RSP 메시지를 재전송한다(821단계). 한편, 상기 MSS(800)는 상기 SBC-REQ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T18

타이머를 구동시키는데, 상기 T18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850)에서 재전송한 SBC-RSP 메시지를 수

신하게 되면, 상기 MSS(800)는 상기 T18 타이머 구동을 중지시키고 이후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상의 프로세스를 진행

한다.

여기서, 상기 MSS(800)는 상기 SBC-RSP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면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의 순서 유지를 위해 상기

타겟 기지국(850)으로 상기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타겟 기지국(850)이 상기 REG-RSP 메시지를 재전송하

기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823단계), 이미 수신한 REG-RSP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상기 REG-

REQ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기 타겟 기지국(850)은 상기 MSS(800)로부터 상기 REG-REQ 메시지를 수신

하면 상기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800)로 재전송한다(825단계).

상기 도 8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

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REG-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

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REG-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

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MSS(900)는 타겟 기지국(9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950)으로 RNG-REQ 메

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한다(911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950)은 상기 MSS(900)로부터 상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900)로 전송한다(913단계).

등록특허 10-0617733

- 14 -



상기 MSS(900)는 상기 타겟 기지국(950)으로부터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RNG-RSP 메시지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확인하고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이므로 Max{T18,T6} 타이

머를 구동시킨다. 그런데, 상기 Max{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MSS(900)는 상기 타겟 기지국(950)이 전송

한 SBC-RSP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수신하고(915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950)이 전송한 REG-RSP 메시지는 채널 상태

의 열악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다(917단계). 이 경우, 상기 MSS(900)는 상기 Max{T18,T6} 타이머가 파

기되기 전에 상기 REG-RSP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으므로 오류가 발생함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상기 타겟 기지국

(950)으로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타겟 기지국(950)이 REG-RSP 메시지를 재전송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919단계).

상기 MSS(900)로부터 상기 REG-REQ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타겟 기지국(950)은 상기 타겟 기지국(950) 자신이 전송한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900)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상기 MSS(900)로 REG-RSP 메시지를

재전송한다(921단계). 한편, 상기 MSS(900)는 상기 REG-REQ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T6 타이머를 구동시키는데, 상

기 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950)에서 재전송한 REG-RSP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상기 MSS(900)

는 상기 T6 타이머 구동을 중지시키고 이후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상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상기 도 9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REG-RSP 메시지에 오류가 발

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 모두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EEE 802.16e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시 MSS가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수신한 후 타겟 기지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와 REG-

RSP 메시지 모두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MSS와 타겟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먼저 MSS(1000)는 타겟 기지국(1050)으로 핸드오버하면, 상기 타겟 기지국(1050)으로 RNG-

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한다(1011단계). 상기 타겟 기지국(1050)은 상기 MSS(1000)

로부터 상기 RNG-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RNG-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인 RNG-RSP 메시지를 상기 MSS(1000)로 전송한다(1013단계).

상기 MSS(1000)는 상기 타겟 기지국(1050)으로부터 상기 RNG-RSP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RNG-RSP 메시지의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확인하고 상기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가 '0X0XXXX1'이므로 Max{T18,T6} 타이

머를 구동시킨다. 그런데, 상기 Max{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MSS(1000)는 채널 상태의 열악함 등으로 인

해 상기 타겟 기지국(1050)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 모두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다(1015단

계, 1017단계). 이 경우, 상기 MSS(1000)는 상기 Max{T18,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 모두를 수신하지 못했으므로 오류가 발생함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상기 타겟 기지국(1050)으로

SBC-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타겟 기지국(1050)이 SBC-RSP 메시지를 재전송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1019단계)

. 상기 타겟 기지국(1050)은 상기 MSS(1000)로부터 상기 SBC-RE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타겟 기지국(1050) 자

신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를 상기 MSS(1000)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상기 MSS(1000)로 상기

SBC-RSP 메시지를 재전송한다(1021단계).

한편, 상기 MSS(1000)는 상기 SBC-REQ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T18 타이머를 구동시키는데, 상기 T18 타이머가 파

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1050)에서 재전송한 SBC-RSP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1021단계), 상기 MSS(1000)는

상기 T18 타이머 구동을 중지시키고 상기 타겟 기지국(1050)으로 REG-REQ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타겟 기지국(1050)

이 REG-RSP 메시지를 재전송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1023단계).

상기 MSS(1000)로부터 상기 REG-REQ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타겟 기지국(1050)은 상기 타겟 기지국(1050) 자신이 전

송한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1000)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상기 MSS(1000)로 REG-RSP 메

시지를 재전송한다(1025단계). 한편, 상기 MSS(1000)는 상기 REG-REQ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T6 타이머를 구동시

키는데, 상기 T6 타이머가 파기되기 전에 상기 타겟 기지국(1050)에서 재전송한 REG-RSP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상기

MSS(1000)는 상기 T6 타이머 구동을 중지시키고 이후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상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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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새로운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제안함으로써 네트워크 재진입 프로세스를 최소화

시키면서 서비스 시간 지연 역시 최소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가진다. 즉, 본 발

명은 새로운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를 제안함으로써 HO Process Optimization 필드의 비트 #0과 비트 #2의 설

정값과는 상관없이 타겟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BC-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하거나, 혹은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상기 MSS에게 전송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MSS간의 동작의 불명확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타겟 기지

국이 전송한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MSS가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한 경우 상기 SBC-RSP 메시지와

REG-RSP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했음에 따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재전송을 요청하도록 하여 네트워크 재진

입 동작에서의 타겟 기지국과 MSS의 동작이 명확하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키게 된다는 이점

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중에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

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어느 한 프로세스의 생략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대기해야만 하는 타이머를 구동 시작시키는 과정과,

상기 타이머를 구동 시작시킨 후 상기 타이머가 파기될 때까지 상기 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 수신을 대기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등록 응답(REG-RSP: Registration Response) 메시

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REG-

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응답(SBC-RSP: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SBC-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

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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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통신 시스템에서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가 타겟 기지국으로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함을 감지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의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 수

행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

로세스들중 적어도 어느 한 프로세스의 생략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상기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중에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수

신하기 위해 대기해야만 하는 타이머를 구동 시작키고, 상기 타이머를 구동 시작시킨 후 상기 타이머가 파기될 때까지 상

기 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 수신을 대기하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등록 응답(REG-RSP: Registration Response) 메시

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REG-

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

는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응답(SBC-RSP: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SBC-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

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7.

통신 시스템에서 타겟 기지국이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가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함을 감지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기의 핸드오버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어느 한 프로세스의 생략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기지국이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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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등록 응답(REG-RSP: Registration Response) 메시

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REG-

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기지국이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

기 이동 단말기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기지국이 네트워크 재진입 동

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응답(SBC-RSP: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SBC-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기

지국이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

기 이동 단말기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타겟 기지국이 네트워크 재진입 동

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겟 기지국으로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함을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버 통보에 상응하게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

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어느 한 프로세스의 생략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네

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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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등록 응답(REG-RSP: Registration Response) 메시

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REG-

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타겟 기지구과 네

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응답(SBC-RSP: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SBC-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

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타겟 기지구과 네

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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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단말기가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함을 감지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의 핸드오버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이

동 단말기가 상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들중 적어도 어느 한 프로세스의

생략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Handover Process Optimization)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

송하는 상기 타겟 기지국과,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서빙 기지국에서 상기 타겟 기지국으로 핸드오버함을 통보하고, 상기 핸드오버 통보에 상응하게 상

기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수신하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등록 응답(REG-RSP: Registration Response) 메시

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REG-

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

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

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

스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송신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

기 이동 단말기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

스템.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한 프로세스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가입자 단말기 기본 용량 응답(SBC-RSP: Subscriber

Station Basic Capability Response) 메시지를 송신하는 프로세스이며,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는 상기 타겟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상기 SBC-RSP 메시지 송신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

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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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 기지국은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송신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

기 이동 단말기와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

스템.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핸드오버 프로세스 최적화 정보에 상응하게 상

기 타겟 기지국과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재진입 동작을 수행하는 시

스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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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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