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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단말의 연계수행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단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품질을 제공하는 기지국들하고만 연계(Association)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연

계의 수행을 막고, 이동단말에게 QoS 제공이 불가능한 기지국의 경우, 서비스 기지국에게 연계가 불필요함을 미리 알리

고, 상향 무선자원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여 무선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본 발명은 연계 절차를 수행하는 이동

단말에게 상향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향 슬롯을 할당하고 그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연계 수행에 소요되

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상향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의 연계

수행 방법은 서비스 기지국으로, 특정 기지국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연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연계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핸드오버, 연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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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종래기술에 따른 연계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연계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연계 절차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핸드오버 시 수행되는 연계(Association) 수행 절차에 관한 것이

다.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에서 이동단말이 네트웍에 처음 등록하거나, 핸드오버 시에 새로운 기지국에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지국과 상향 동기를 맞추고, 관리 연결 아이디를 할당 받아야 하는데, 이를 초기 레인징(Initial Ranging)이라고 한다. 또

한, 이동단말이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전에 최적의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을 찾기 위해 인근 기지국(Neighbor Base-

Station)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신호품질을 측정하는데, 이를 스캐닝(Scanning)이라고 한다.

이동단말은 스캐닝을 수행한 후, 신호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서비스 기지국보다 우수한 기지국이 나타나면, 서비스

기지국에 핸드오버를 요청한다. 그리고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응답신호가 수신되면, 실제 핸드오버 대상 기지

국에 재 등록하기 위해서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과 초기 레인징을 수행한다.

종래 기술은 실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전에, 핸드오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캐닝 과정에서 인근 기지국들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고 초기 레인징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실제 핸드오버 시에 레인징 파라미터를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

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연계(Association, pre-handover)이라고 한다.

도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연계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을 참조하여, 종래 연계 절차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기지국(BS1)은 인근 기지국들(BS2 & BS3)의 채널 정보를 MAC관리 메시지(MOB-NBR-ADV)에 실어 주기적으

로 이동단말(MSS)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MAC관리 메시지(MOB-NBR-ADV)는 방송(Broadcasting) 형태로 전송된다.

그리고 이동단말은 상기 MAC관리 메시지(MOB-NBR-ADV)가 수신되면, 스캐닝 기간(Scanning duration)정보를 포함한

스캐닝 요청 메시지(MOB-SCN-REQ)를 서비스 기지국(BS1)에 전달한다. 그리고 스캐닝 요청 메시지(MOB-SCN-REQ)

를 수신한 서비스 기지국은 스캐닝 시작 시간 및 스캐닝 기간에 대한 정보를 스캐닝 응답 메시지(MOB-SCN-RSP)에 실어

상기 이동단말에게 전달한다.

이후, 스캐닝 시작 시간이 되면 이동단말은 인근 기지국과 하향 동기를 맞추고, 신호품질을 측정함으로써, 스캐닝을 수행

한다. 스캐닝 기간 동안, 이동단말은 각 기지국들과 초기 레인징을 수행하며 연계를 이룬다. 이때 수행되는 초기 레인징은

경쟁 기반(contention based)에 의해 무선자원을 할당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스캐닝 기간이 끝나면, 이동단말은 인근 기지국과의 연결을 끊고 서비스 기지국에 상하향 동기를 맞춤으로써, 서비스 기지

국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의 연계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종래 연계가 스캐닝 과정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어떤 기지국과 연계를 수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이동단말은 인근의 모든 기지국과 연계를 수행하게 되어 핸드오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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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래 연계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 레인징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계 수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스캐

닝 요청 시에 스캐닝 기간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스캐닝 기간을 짧게 잡으면 해당 기간 내에 연계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스캐닝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그 기간 중에 해당 이동단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하향 트래픽이

기지국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무선자원을 낭비하는 원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이동단말과 기지국 간에 주고 받는 MAC 관리 메시지와 기지국들 간에 주고 받는 백본 메시지를 새롭게 정의하여 핸드오

버 시간을 단축하는 연계 수행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연계 수행 방법은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의 이동단말이 핸드오버 절차를 시작하기 전, 연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비스 기지국으로, 특정

기지국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연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연계 절차

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정 기지국은 이동단말이 인근 기지국들의 신호품질을 측정하여 정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품

질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연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연계 시작 시간 및 연계 수행 기간, 연계요청의 수락 여부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연계요청 과정은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특정 기지국으로 연계요청을 알리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

이 특정 기지국으로부터, 연계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정 기지국은 이동단말이 요구하는 QoS 수준 혹은 이동단말에게 제공 가능한 QoS 수준을 바탕으로, 상

기 연계요청의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백본 메시지에 실어 서비스 기지국에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정 기지국이 상기 연계 요청의 수락을 결정한 경우, 상기 백본 메시지는 연계 시작 시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정 기지국은 연계 시작 시간이 되면, 상향 무선자원을 해당 이동단말에게 할당하여 이동단말이 연계를

위한 레인징 요청을 자신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정 기지국은 상향 무선자원을 할당한 후, 일정 시간동안 레인징 요청을 수신하지 못하면 경우, 상기 상

향 무선자원의 할당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에서의 연계 수행 방법은, 서비스 기지국(service

BS)으로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neighbor BSs)과의 연계 수행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에 속하는 각 인근 기지국과 연계 수행을 위한 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인근 기지국과

상기 시간 정보에 따른 시간에 연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에서의 연계 수행 방법은, 이동단말로부터 둘 이상

의 인근 기지국들(neighbor BSs)과의 연계 수행을 요청 받는 과정과; 상기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에 속하는 각 기지국에

게 상기 이동단말과 연계를 수행할 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에 상기 각 인근 기지국과 연계 수행을 위

한 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착안점은 이동단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품질을 갖는 인근 기지국들하고만 연계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동단말이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초기 레인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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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지국이 백본(Backbone)망을 통해 연계 대상 기지국에 미리 이동단말이 연계수행할 것임을 알려주면, 연계 대상

기지국은 해당 이동단말에 대한 상향링크 무선자원(상향링크 레인징 슬롯)을 미리 할당한다. 그러면 이동단말은 경쟁으로

부터 자유로운 초기 레인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연계 수행 방법의 절차 흐름도이다.

이하, 도2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연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기지국(BS1)은 인근 기지국들(BS2 & BS3)의 채널 정보를 MAC관리 메시지(MOB-NBR-ADV)에 실어 주기적으

로 이동단말(MSS)로 전송한다.(S10) 이때 상기 MAC관리 메시지(MOB-NBR-ADV)는 방송(Broadcasting)방식으로 전

송된다.

그리고 이동단말은 상기 MAC관리 메시지(MOB-NBR-ADV)가 수신되면, 스캐닝 요청 메시지(MOB-SCN-REQ)를 상기

서비스 기지국(BS1)에 전달하여 스캐닝을 요청하고, 서비스 기지국(BS1)은 스캐닝 응답 메시지(MOB-SCN-RSP)를 이동

단말(MSS)에 전달하여 스캐닝을 허가한다.(S20, S30)

이후, 스캐닝이 시작되면, 이동단말은 스케닝 기간(N frames) 동안, 인근 기지국들 (BS2 & BS3)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각 인근 기지국의 신호품질을 측정한다.(S40) 스케닝 기간(N frames) 동안, 연계는 수행되지 않는다.

스캐닝이 모두 종료되면, 이동단말은 스캐닝 결과를 통해 어떤 인근 기지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품질을 제공할 수 있

는 지를 알게 되며, 이들 인근 기지국과의 연계를 요청하기 위해 연계 요청 MAC 관리 메시지(MOB-ASC-REQ)를 서비스

기지국에 전달한다.(S50) 단, 이동단말은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전달된 인근 기지국 정보의 자원사용 현황을 참조하여

연계를 요청할 기지국을 정한다.

상기 연계 요청 MAC 관리 메시지(MOB-ASC-REQ)를 수신한 서비스 기지국은 해당 이동단말이 필요로 하는 QoS수준 정

보를 백본 메시지(ASC-Notification)에 실어 해당 인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S60) 상기 백본 메시지는 백본망

(Backbone Network)을 통해, 기지국과 기지국간에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백본 메시지(ASC-Notification)를 통해, 이동단말의 연계요청을 받은 인근 기지국은 해당 이동단말에게 제공 가능한 QoS

수준 정보를 바탕으로 연계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연계수락 정보와 연계 시작시간(start frame) 정보를 백본 메시

지(ASC-Confirm)에 실어 서비스 기지국에 전달한다.(S70) 상기 연계 시작 시간(start frame)은 이동단말이 연계를 위해

상향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이동단말에 상향 슬롯을 할당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상기 백본 메시지(ASC-Confirm)를 수신한 서비스 기지국은 백본 메시지(ASC-Confirm)에 실린 연계수락 여부 정보와

함께, 연계 시작 시간(start frame), 연계 기간(서비스 기지국이 하향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기간)정보 등을 연계 응답 메시

지(MOB-ASC-RSP)에 실어 이동단말로 전달한다.(S80)

이후, 연계 시작 시간이 되면, 이동단말은 해당 인근 기지국에 할당된 상향슬롯을 통해 초기 레인징 요구 메시지(Initial

Ranging Request)를 전달한다.(S90) 그리고 초기 레인징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Initial Ranging Response)를 수신

(S100)하게 되면, 이동단말은 레인징 파라미터(상향 동기 획득 및 관리연결 아이디 할당)를 얻는다. 단, 해당 인근 기지국

은 소정 시간동안만 상향슬롯을 이동단말에 할당하고, 그 소정 시간동안 동안 이동단말로부터 상기 레인징 요구 메시지

(Initial Ranging Request)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된 슬롯을 해지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이동단말은 연계를 통해 얻은 레인징 파라미터를 일정 시간 동안(연계 aging timer 이용) 보유하며, 일정 시간 내(연계

aging timer 만료 전)에 해당 인근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수행 시, 보유한 레인징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네트웍 등록을 수행

함으로써 핸드오버 시간을 단축한다.

도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연계 수행 방법의 절차 흐름도이다. 도3에서는, 스캐닝 결과,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

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들 인근 기지국과의 연계 수행 방법을 설명하기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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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과정(S110~S140)은 도2에서 설명된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2에서, 이동단말

은 두 개의 인근 기지국들(BS2, BS3)과 연계를 요청하기 위해 연계 요청 MAC 관리 메시지(MOB-ASC-REQ)를 서비스

기지국에 전달한다(S150).

상기 연계 요청 MAC 관리 메시지(MOB-ASC-REQ)를 수신한 서비스 기지국은 상기 이동단말과 연계를 수행할 시간 정보

(start frame) 및 연계 수행 기간(association duration)을 백본 메시지(ASC-Notification)에 실어 해당 상기 인근 기지국

들로 전송한다(S160, S170). 도3에서, BS2에 대해서는 상기 이동단말과 연계를 수행할 'start frame'을 'K+α'로 설정하였

고, BS3에 대해서는 'L+β'로 설정하였다. 상기 백본 메시지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통해, 기지국과 기지국 간에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상기 연계 시작 시간(start frame)은 상기 이동단말이 연계를 위해 상향 레인징 요청 메시지

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기 이동단말에 상향 슬롯을 할당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상기 서비스 기지국은 상기 각 인근 기지국들과의 연계 시작 시간(start frame), 연계 기간(서비스 기지국이 하향 데

이터를 버퍼링하는 기간)정보 등을 연계 응답 메시지(MOB-ASC-RSP)에 실어 상기 이동단말로 전달한다(S180). 도3에

서, BS2와의 연계 시작 시간(start frame)은 K로 설정하였고, BS3와의 연계 시작 시간은 L로 설정하였으며, 연계 기간

(association duration)은 M으로 하였다. 상기 각 인근 기지국들에 할당한 연계 시작 시간과 상기 이동단말에 할당한 연계

시작 시간은 α, β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상기 각 인근 기지국들과 상기 이동단말에 상기 연

계 시작 시간을 할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간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메시지 전송 시간이 동일하면 α, β는 0이 된

다.

이후, BS1 및 BS2와의 연계 시작 시간이 되면, 상기 이동단말은 해당 인근 기지국으로부터 상향슬롯을 할당 받고, 할당된

상향슬롯을 통해 초기 레인징 요구 메시지(Initial Ranging Request)를 전송한다(S190, S210). 그리고, 초기 레인징 요구

에 대한 응답 메시지(Initial Ranging Response)를 수신(S200, S220)하게 되면, 상기 이동단말은 레인징 파라미터(상향

동기 획득 및 관리연결 아이디 할당)를 얻는다. 단, 해당 인근 기지국은 소정 시간동안만 상향슬롯을 이동단말에 할당하고,

그 소정 시간동안 동안 이동단말로부터 상기 레인징 요구 메시지(Initial Ranging Request)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

된 슬롯을 해지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이때, 해당 인근 기지국은 상기 이동단말이 인근 기지국과의 연계를 통해 획득한 레인징 파라미터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나타내는 연계유지시간(Association Aging Timer) 파라미터 값을 레인징 응답 메시지에 포함하여 이동단말에게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동단말은 연계유지시간 값을 기지국으로부터 전달 받지 않고, 미리 정의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동단말은 연계를 통해 얻은 레인징 파라미터를 일정 시간 동안(Association aging timer 이용) 보유하며, 일정 시간 내

(Association aging timer 만료 전)에 해당 인근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수행 시, 보유한 레인징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네트

웍 등록을 수행함으로써 핸드오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기 [표 1]은 이동단말이 기지국에 연계를 요청하는 상기 MAC 관리 메시지(MOB-ASC-REQ)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하기 [표 2]는 기지국이 이동단말에 전달하는 상기 연계 응답 메시지(MOB-ASC-RSP)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공개특허 10-2006-0012242

- 5 -



[표 2]

 Syntax  Size  Notes

 MOB-ASC-RSP_Message_Format(){   

 Management Message Type = TBD  8  

 Association duration  8  Association 수행 기간

 N_Neighbor_BS  8  인근 기지국의 개수

 for(i=0; i<N_Neighbor_BS; i++){   

 Neighbor BS ID  48  Base Station ID

 Start frame  8  Number of frames starting from the frame following the

reception of the MOB-ASC-RSP message until the MSS

attemps to associate with this BS.

 Confirm  1  이동단말이 기지국과 연계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냄.

 reserved  7  

 }   

 HMAC Tuple  21  The HMAC Tuple Attribute contains a keyed Message

digest(to authenticate the sender).

 }   

이동단말은 상기 [표 1]과 같은 연계 요청 메시지(MOB-ASC-REQ)를 통해 서비스 기지국에 하나 이상의 인근 기지국과

의 연계를 요청하고, 상기 [표 2]와 같은 연계 응답 메시지(MOB-ASC-RSP)를 통해 연계 수행여부를 서비스 기지국으로

부터 전달 받는다.

하기 [표 3]은 연계 요청 메시지(MOB-ASC-REQ)를 전달 받은 서비스 기지국이 인근 기지국에게 이동단말의 연계를 알

려주는 상기 백본 메시지(ASC-Notification)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하기 [표 4]는 연계 알림 메시지를 전달 받은 인근 기지국이 연계 수락여부를 서비스 기지국에 알리기 위해 전달하는 상기

백본 메시지(ASC-Confirm)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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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근 기지국은 이동단말이 상향 레인징 요청을 경쟁없는 상향슬롯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상향 무선자원을 할당할 수 있

는데, 하기 [표 5]는 상향 자원을 이동단말에게 할당하는 메시지의 일례를 종래 기술에서 핸드오버 시에 빠른 레인징을 위

해 상향 자원을 할당하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5]

발명의 효과

이상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이동단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품질을 제공하는 기지국들하고만 연계를 수행하여 불

필요한 연계의 수행을 막고, 이동단말에게 QoS 제공이 불가능한 기지국의 경우, 서비스 기지국에게 연계가 불필요함을 미

리 알리고, 상향 무선자원을 할당하지 않도록 하여 무선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본 발명은 연계 절차를 수행하는 이동단말에게 상향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향 슬롯을 할당하고 그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연계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상향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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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대역 무선접속 시스템의 이동단말이 핸드오버 절차를 시작하기 전, 연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비스 기지국으로, 특정 기지국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연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연계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기지국은

이동단말이 인근 기지국들의 신호품질을 측정하여 정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품질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

계 수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기지국은

한 개 이상의 인근 기지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연계 시작 시간 및 연계 수행 기간, 연계요청의 수락 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계요청 과정은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특정 기지국으로 연계요청을 알리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이 특정 기지국으로부터, 연계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기지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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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단말이 요구하는 QoS 수준 혹은 이동단말에게 제공 가능한 QoS 수준을 바탕으로, 상기 연계요청의 수락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백본(back-bone) 메시지에 실어 서비스 기지국에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기지국이 상기 연계 요청의 수락을 결정한 경우, 상기 백본 메시지는 연계 시작 시간에 관한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기지국은

연계 시작 시간이 되면, 상향 무선자원을 해당 이동단말에게 할당하여 이동단말이 연계를 위한 레인징 요청을 자신에게 전

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기지국은

상향 무선자원을 할당한 후, 일정 시간동안 레인징 요청을 수신하지 못하면 경우, 상기 상향 무선자원의 할당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0.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위해 이루어지는 연계(Association) 수행 방법에 있어서,

서비스 기지국(service BS)으로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neighbor BSs)과의 연계 수행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에 속하는 각 인근 기지국과 연계 수행을 위한 시간 정보를 수

신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인근 기지국과 상기 시간 정보에 따른 시간에 연계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연계 수행 과정은,

상기 각 인근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시간 정보에 따른 시간에 상향링크 무선자원을 할당받는 과정과;

상기 각 인근 기지국에 초기 레인징 요구 메세지(initial ranging request message)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각 인근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초기 레인징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

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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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지국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정보는, 상기 각 인근 기지국과 연계를 시작할 시간 및 연계 수행 기간(duratio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

행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인근 기지국은 상기 상향링크 무선자원을 할당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상기 상향링크 무선자원의 할당을 해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5.

광대역 무선 접속 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위해 이루어지는 연계 수행 방법에 있어서,

이동단말로부터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neighbor BSs)과의 연계 수행을 요청 받는 과정과;

상기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에 속하는 각 기지국에게 상기 이동단말과 연계를 수행할 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에 상기 각 인근 기지국과 연계 수행을 위한 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인근 기지국은 상기 이동단말에게 상기 시간 정보에 따른 시간에 상향링크 무선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둘 이상의 인근 기지국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호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지국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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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간 정보는, 상기 각 인근 기지국과 연계를 시작할 시간 및 연계 수행 기간(duratio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

행 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각 인근 기지국은 상기 상향링크 무선자원을 할당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상기 상향링크 무선자원의 할당을 해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계 수행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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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6-0012242

- 12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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