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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또는 망이라 칭함)에서 단말기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영역의 변경이 인지되

면, 그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세션(Session)이 도먼트 상태로 천이되는 과정 중에 기존의 도먼트 핸드오프 보다 선행하

여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소오스 억세스

망에서 임의의 단말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변경을 감시하는 제 1 단계;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에서 상기 변경이 인지되면

그 변경된 서비스 망으로서의 타겟 억세스 망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를 요청하는 제 2 단계;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타겟 억

세스 망과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상기 단말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연결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

과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상기 단말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해제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단말과의

도먼트 핸드오프를 위한 별도 메시지의 통신 없이 망을 기반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이동통신 시스템, 도먼트, 핸드오프, 도먼트 핸드오프, 패킷 데이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과 관련된 일반적인 CDMA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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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도 2b는 도 1의 CDMA 시스템에서의 종래 기술에 따른 도먼트 핸드오프 과정의 일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의 흐름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도먼트 핸드오프 요청 메시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도먼트 핸드오프 응답 메시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단말기 110 :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

120,121 : PCF 130,131,132,133 : BS

140,141,150 : 망 장치 160 : 교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도먼트 핸드오프(Dormant Handoff)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시스템(또는 망이라 칭함)에서 단말기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영역의 변경이 인지되면, 그 시스템에서 패

킷 데이터 세션(Session)이 도먼트 상태로 천이되는 과정 중에 기존의 도먼트 핸드오프 보다 선행하여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 시스템에 있어서 패킷 데이터 호(Packet Data Call)가 인엑티브 타이머(Inactivity Timer)의 만료 등

에 의해 해제되고, 그 외의 액티브 호 제어 인스턴스(Active Call Control Instance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트래픽 채

널(Traffic Channel)이 해제된다. 이때, 단말의 제 3 계층 처리 상태(Layer3 Processing State)는 아이들(ILDE) 상태가

되고, 그 단말의 해당 패킷 데이터 세션(Session)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는 도먼트 상태로 천이된다.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은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IOS) for cdma2000 Access Network Interface"와 무선규격 "TIA/EIA/

IS-2000.x- C"에 개시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과 관련된 일반적인 CDMA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110), 그 PDSN(110)과 연결된 복수의 PCF(120,121), 각 PCF(120,121)에 연결된 복수의 기지국(BS)

(130-133), 상기 BS(130-133)간을 연결하여 망을 형성하는 제 1 망 장치(140,141), 및 상기 제 1 망 장치(140,141)간을

연결하여 망을 형성하는 제 2 망 장치(150)로 구성되어 있다. 미설명 부호 10은 노트북과 같은 이동 단말(MS)을 나타낸

다.

도 2a 및 도 2b는 도 1의 CDMA 시스템에서의 종래 기술에 따른 도먼트 핸드오프 과정의 일예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먼저, MS(10)의 초기 상태는 액티브 패킷 데이터 세션이 유지되고 있고, 하나의 액티브 호 제어 인스턴스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MS(10)와 PDSN(110)간에 PPP 커넥션(Connection)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S201)

이와 같은 초기 상태에서, MS(10)가 소오스(Source) BS(131)의 서비스 영역에서 타겟(Target) BS(132)의 서비스 영역

으로 이동하면(S202), 그 MS(10)는 자신이 타겟 BS(132)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여 즉, 타겟

BS(132)의 파일롯(Pilot)을 트래킹하여 Ec/Io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 상기 소오스 BS(131)로 (E)PSMM 메시지를

전송한다(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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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오스 BS(131)를 포함한 시스템에서는 상기 (E)PSMM 메시지의 수신에 의해 핸드오프 처리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소오스 BS(131)의 파일롯은 액티브 셋(Active Set)에서 제외하고, 상기 타겟 BS(132)의 파일롯을 액티브 셋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MS(10)의 사용자에게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트래픽 경로는 PDSN(110) - 소오스 PCF(120)

- 소오스 BS(131) - 타겟 BS(132) - MS(10)가 된다.(S204)

이와 같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상기 소오스 BS(131)는 패킷 데이터 인액티비티

(Inactivity) 타이머를 구동한다. 이 타이머는 논-아이들 알엘피(non-idle RLP) 프레임을 송/수신 할 때마다 리셋된다.

(S205)

상기 소오스 BS(131)는 상기 패킷 데이터 인액티비티 타이머가 만료되면, 트래픽 채널을 해제하기 위하여 원인(cause) 값

을 “packet call going dormant”로 하는 클리어 리퀘스트(Clear Request) 메시지를 해당 교환기(MSC)(160)로 전송한

다.(S206)

상기 MSC(160)는 상기 소오스 BS(131)로 클리어 커멘드(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당 자원(dedicated

resource)을 해제하라고 지시하고(S207), 이에 따라 상기 Source BS(131)는 트래픽 채널 해제 과정을 수행한다(S208).

상기 소오스 BS(131)는 상기 소오스 PCF(120)로 도먼트 인디케이터(dormant indicator)를 포함하는 A9-Release-A8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PCF(120)에게 해당 자원(dedicated resource)을 해제하라고 지시한다.(S209)

상기 PCF(120)는 A10 커넥션(Connection)을 해제하기 위해서 라이프타임(lifetime) 타이머 값을 “0”으로 하여 어카운팅

데이터(Accounting Data)를 포함하는 A11-Regisration Request 메시지를 상기 PDSN(110)으로 전송한다(S210). 상기

PDSN(110)은 A11-Registarion Reply 메시지를 상기 PCF(120)로 전송하여 해당 액티브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해당하

는 A10 Connection의 해제를 완료했다고 통지한다.(S211)

상기 PCF(120)는 상기 A9-Release-A8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A9-Release-A8 Complete 메시지를 상기 소오스 BS

(131)로 전송하고(S212), 상기 BS(131)는 Clear Complete 메시지를 상기 MSC(160)로 전송한다(S213).

상기 MS(10)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세션은 상기의 과정과 같이 트래픽 채널의 해제 과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도먼트 상태

로 천이한다. 망(Network)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킷 데이터 세션은 이 시점부터 도먼트 상태가 된다. 따라서, 상기 MS(10)

는 패킷 데이터 세션이 도먼트 상태이고, 레이어 3(Layer3)의 프로세싱 상태가 아이들(idle) 상태이므로 오버헤드

(Overhead)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아이들 상태의 프로세싱을 수행한다.(S214)

상기 MS(10)는 아이들 상태에서 방송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PZID, SID, NID가 변경되었음이 감지되면, DRS 값을 “0”으

로 하여 오리지네이션(Origination) 메시지를 상기 타겟 BS(132)로 송신하고(S215), 이에 대응하여 상기 타겟 BS(132)는

BS Ack Order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 상기 Origination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것을 승인한다(S216).

이어, 상기 타겟 BS(132)는 ADDS User Part 값을 “Asynchronous Data Service”로 하고 그 외의 인증 파라미터

(authentication parameter)를 포함하는 ADDS Transfer 메시지를 상기 MSC(160)로 전송하고(S217), 이에 대한 응답으

로 상기 MSC(160)는 단말 인증을 수행한 후 상기 BS(132)로 ADDS Transfer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S217).

상기 타겟 BS(132)는 DRI(Data Ready Indicator) 값을 “0”으로 하여 A9-Setup-A8 메시지를 상기 타겟 PCF(121)로 전

송한다(S218). 이에 따라 상기 타겟 PCF(121)와 상기 PDSN(110)간에는 “PDSN dormant HO” 절차를 수행하는데, 먼저

상기 타겟 PCF(121)는 상기 PDSN(110)으로 MEI(Mobility Event Indicator)를 포함하는 A11-Registration Request 메

시지를 전송하고(S219),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PDSN(110)은 상기 A11-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가 유효하면

A11-Registration Reply 메시지를 상기 타겟 PCF(121)로 전송하여 연결을 수용한다는 것을 통지한다(S220). 이어, 상기

타겟 PCF(121)는 상기 타겟 BS(1320로 A9-Release(Setup ?)-A8 Complete 메시지를 송신한다.

상기 타겟 BS(132)는 상기 MS(10)로 Release Order(with “normal release”) 메시지를 송신하고(S222), 이에 대한 응답

으로 상기 MS(10)는 상기 타겟 BS(132)로 Relase Order 메시지를 송신하여(S223), 상기 MS(10)의 패킷 데이터 세션은

“도먼트” 상태를 유지한다.

등록특허 10-0556386

- 3 -



상기 PDSN(110)은 A11-Registarion Update 메시지를 상기 소오스 PCF(120)로 송신하여 그 PCF(120)와의 A10

Connection 해제를 시작하고(S224),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소오스 PCF(120)는 A11-Registration Acknowledge 메

시지를 상기 PDSN(110)으로 송신한다(S225).

마지막으로, 상기 소오스 PCF(120)는 라이프타임 타이머 값을 “0”으로 하는 A11-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상기

PDSN(110)으로 전송하고(S226),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PDSN(110)은 수락 지시(accept indication) 정보를 포함하는

A11-Registration Reply 메시지를 상기 소오스 PCF(120)로 전송한다(S227). 이에 따라 상기 소오스 PCF(120)는 해당

MS(10)를 위한 A10 Connection을 해제한다.

이상 설명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 따르면, 단말의 서비스 영역(즉, PZID/SID/NID)이 변경되고 인엑티비티 타이머가

만료되면, 패킷 데이터 세션이 도먼트 상태로 천이된 후 MS로부터 도먼트 핸드오프 과정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상기의 일예와 같이, 액티브 패킷 데이터 세션 상태에서 도먼트 패킷 데이터 세션으로 천이되는 과정에서 ANID(PZID/

SID/NID)가 변경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왜냐하면, MS 사용자에게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성 때문에

도먼트 패킷 데이터 세션 상태인 MS는 리액티베이션(Reactivation)시에 신속하게 패킷 데이터 호를 설정하기 위하여 A10

커넥션을 소오스 PCF에서 타겟 PCF로 변경해주는 도먼트 핸드오프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트래픽 채널이 해제되

고 도먼트 패킷 데이터 세션 상태에 있는 MS는 오리지네이션 메시지(Origination Message)를 전송하여 도먼트 핸드오프

를 수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MS는 망(Network)과의 시그널링(Signaling) 메시지 교환없이 도먼트 상

태를 유지하고 있게 된다.

이상 설명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패킷 데이터 호 해제 시부터 리액티베이션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수의 시그널링 절차가 필요하다. 다수의 시그널링 절차

로 단말과 망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관련 구성요소에 시그널링 오버헤드(Overhead)가 가중된다.

상기 단계 S215와 같은 Origination 메시지로 인해 억세스 채널(Access Channel)상에 부하를 가중시킨다.

리액티베이션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단말의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가 발생한다. 즉,

단말이 억세스 채널 상태에 있을 때는 폐쇄 루프 파워 콘트롤(Closed Loop Power Control)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

리 소모량이 커진다.

리액티베이션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수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길어 도먼트 핸드오프 중에 단말 사용자의 리액티베

이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진행중인 도먼트 핸드오프 과정을 종료하고 단말 사용자의 리

액티베이션 요구를 바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타겟 PCF와 PDSN간에 A10 커넥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한 리액티베이션이 불가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도먼트 핸드오프를 해야하는 상태를 망에서 인지하여

단말과의 도먼트 핸드오프를 위한 메시지의 통신 없이 망을 기반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토록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은, 소오스 억

세스 망에서 임의의 단말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변경을 감시하는 제 1 단계;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에서 상기 변경이 인지

되면 그 변경된 서비스 망으로서의 타겟 억세스 망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를 요청하는 제 2 단계;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타

겟 억세스 망과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상기 단말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연결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소오스 억세

스 망과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상기 단말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해제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제 3 단계의 완료 후, 상기 단말과의 트래픽 채널을 해제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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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단계에서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특히, 소오스 기지국(제어기))은, 일 예로 상기 단말로부터 송신되어 수신된 파

일롯 신호의 세기 정보를 근거로 상기 서비스 영역의 변경을 인지하거나, 다른 예로 기지국간 핸드오프의 발생 여부를 근

거로 상기 서비스 영역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의 흐름도이다.

먼저, MS(10)의 초기 상태는 액티브 패킷 데이터 세션이 유지되고 있고, 하나의 액티브 호 제어 인스턴스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MS(10)와 PDSN(110)간에 PPP 커넥션(Connection)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S301)

이와 같은 초기 상태에서, MS(10)가 소오스(Source) BS(131)의 서비스 영역에서 타겟(Target) BS(132)의 서비스 영역

으로 이동하면(S302), 그 MS(10)는 자신이 타겟 BS(132)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여 즉, 타겟

BS(132)의 파일롯(Pilot)을 트래킹하여 Ec/Io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 상기 소오스 BS(131)로 (E)PSMM 메시지를

전송한다(S303).

상기 소오스 BS(131)를 포함한 시스템에서는 상기 (E)PSMM 메시지의 수신에 의해 핸드오프 처리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소오스 BS(131)의 파일롯은 액티브 셋(Active Set)에서 제외하고, 상기 타겟 BS(132)의 파일롯을 액티브 셋에 포함한다.

또한, 상기 소오스 BS(131)와 상기 타겟 BS(132)간에 핸드오프를 수행하면서 상기 타겟 BS(132)는 상기 소오스 BS(131)

로 전송하는 핸드오프 응답(A7-Handoff Response) 메시지에 자신의 위치 정보로서의 억세스 망 ID(Access Network

Identifier)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핸드오프의 결과 상기 MS(10)의 사용자에게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트래픽 경로는 PDSN(110) - 소오스 PCF(120) - 소오스 BS(131) - 타겟 BS(132) - MS(10)가 된다.(S304)

이와 같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상기 소오스 BS(131)는 패킷 데이터 인액티비티

(Inactivity) 타이머를 구동한다. 이 타이머는 논-아이들 알엘피(non-idle RLP) 프레임을 송/수신 할 때마다 리셋된다.

(S305)

상기 소오스 BS(131)는 상기 패킷 데이터 인액티비티 타이머가 만료되면, 트래픽 채널을 해제하기 위하여 원인(cause) 값

을 “packet call going dormant”로 하는 클리어 리퀘스트(Clear Request) 메시지를 해당 교환기(MSC)(160)로 전송하고

(S306), 상기 MSC(160)는 상기 소오스 BS(131)로 클리어 커멘드(Clear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하여 해당 자원

(dedicated resource)을 해제하라고 지시한다(S307).

상기 소오스 BS(131)는 현재 상기 MS(10)가 상기 타겟 BS(132)의 서비스 영역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상기 타겟 BS

(132)가 속해 있는 억세스 망 ID(즉, SID/NID/PZID)를 알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기 단계 S307에서의 지시에 따른 호

해제를 수행하기 전에 본 발명에 따른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메시지(이하, A7-Preceded

Dormant Handoff Request 메시지라 칭함)를 상기 타겟 BS(132)로 전송한다. 상기 A7-Preceded Dormant Handoff

Request 메시지의 일 예는 도 4와 같이 구성된다.(S308)

상기 타겟 BS(132)는 PDH(Preceded Dormant Handoff)를 “1”로 하고, 그 외는 기존의 Dormant Handoff와 동일한 정

보를 가지며, DRI(Data Ready Indicator)는 “0”, Handoff Indicator는 “0”으로 하는 A9-Setup-A8 메시지를 상기 타겟

PCF(121)로 전송한다.(S309)

상기 타겟 PCF(121)는 MEI(Mobility Event Indicator) 정보를 포함하는 A11-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상기

PDSN(110)으로 전송하고(S310),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PDSN(110)은 수락 지시 정보를 포함하는 A11-Registration

Reply 메시지를 상기 타겟 PCF(121)로 전송한다(S311). 이와 같은 과정의 수행 결과 상기 PDSN(110)에서 A10 연결 바

인딩 정보(Connection Binding Information)는 상기 타겟 PCF(121)로 된다.

상기 타겟 PCF(121)는 A9-Release-A8 Complete 메시지를 상기 타겟 BS(132)로 전송하여 상기 단계 S309에 대해 응

답한다.(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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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겟 BS(132)는 새로운 A10 Connection 설정이 상기 타겟 PCF(121)와 상기 PDSN(110)간에 정상적으로 설정되었

다는 정보(Cause)를 포함하는 A7-Preceded Dormant Handoff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소오스 BS(120)로 전송하여

상기 단계 S308에 대해 응답한다. 상기 A7-Preceded Dormant Handoff Response 메시지의 일 예는 도 5와 같이 구성

된다.(S313)

상기 소오스 BS(120)는 본 발명에 따른 도먼트 핸드오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단계 S307에서의 지시에 따

른 호 해제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소오스 BS(120)는 Release Order 메시지에 PDH '1'을 포함하여 전송한다. 단말은

PDH가 '1'로 셋(set)되어 있으면 도먼트 상태로 천이 후 PZID를 갱신한다. 하지만 단말은 기존의 PZID와 현재의 PZID가

다르다고 해서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망을 기반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였음을 상

기 PDH 정보를 근거로 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Release Order 메시지와 Enhanced Release Order 메시지에 PDH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Release Order의 변경이 필요하다. 상기 소오스 BS(120)는 상기

단계 S307에서의 지시에 따른 호 해제가 완료되면 상기 MSC(160)로 해제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여 알린다.(S314)

상기의 호 해제 과정과 병행하여 상기 소오스 PCF(120)와 상기 PDSN(110)간에는 기존의 A10 Connection 해제 절차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상기 PDSN(110)은 상기 소오스 PCF(120)로 A11-Registration Update 메시지를 전송하고(S316),

이에 대해 상기 소오스 PCF(120)는 A11-Registration Acknowledge 메시지로 응답한다(S317).

상기 소오스 PCF(120)는 라이프타임(Lifetime)을 “0”으로 하고 어카운팅(Accouting) 정보를 포함하는 A11-

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를 상기 PDSN(110)으로 전송하고(S318), 상기 PDSN(110)은 수락(accept) 정보를 포함하

는 A11-Registration Reply 메시지를 Source PCF로 전송하여, 상기 소오스 PCF(120)가 해당 MS(10)와 관련된 A10

Connection을 해제토록 한다(S319).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효과가 창출된다.

본 발명은 신속한 리액티베이션(Reactivation)이 가능토록 도먼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종래 기술에 비해

간소한 시그널링(Signaling) 절차를 수행한다. 즉, 종래 기술은 패킷 데이터 세션이 도먼트 상태로 천이하는 과정과 그 도

먼트 상태에서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과정과 같이 2개의 과정을 통해 시그널링 절차가 완료되나, 본 발명에서는 종

래 기술의 2개의 연속적인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였으며, 통합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그널링 부분이 삭제하였다.

따라서,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단말 및 망에서의 시그널링 오버헤드가 감소하고 리액티베이션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소요

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기존에는 도먼트 핸드오프를 위하여 단말로부터 타겟 BS로 Origination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으

나, 본 발명은 망을 기반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여 그와 같은 과정을 배제하므로, 억세스 채널 상에 불필요한 부하

가 감소한다.

또한, 리액티베이션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므로, 단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리액티베이션 절차를

수행할 시,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도먼트 핸드오프 수행등에 의해서 리액티베이션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수 있다.

또한, 단말이 도먼트 핸드오프를 수행하면서 유발되는 불필요한 배터리(Battery) 소모를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오스 억세스 망에서 임의의 단말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변경을 감시하는 제 1 단계;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에서 상기 변경이 인지되면 그 변경된 서비스 망으로서의 타겟 억세스 망으로 도먼트 핸드오프를 요

청하는 제 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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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타겟 억세스 망과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상기 단말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연결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간에 상기 단말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해제하는 제 4 단계를 포

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완료 후, 상기 단말과의 트래픽 채널을 해제하는 제 5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서, 상기 단말로부터 송신되어 수신된 파일롯 신호의 세기 정보를 근거로 상기 서비스 영역의 변경을 인

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기지국간 핸드오프시, 상기 타겟 억세스망의 서비스 영역 변경 정보를 상기 소오스 억세스망에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서의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은 소오스 기지국(B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에서의 상기 타겟 억세스 망은 타겟 기지국(B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

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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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단계에서의 상기 타겟 억세스 망은 타겟 PC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

드오프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에서의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은 소오스 PC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타겟 BS에서 도먼트 핸드오프를 위한 메시지를 타겟 PCF로 전송하는 하위 1 단계;

상기 타겟 PCF에서 도먼트 핸드오프를 위한 연결 요청 메시지를 상기 PDSN으로 전송하는 하위 2 단계; 및

상기 PDSN에서 상기 연결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타겟 PCF로 전송하는 하위 3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

어, 상기 PDSN과 상기 타겟 PCF간의 상기 단말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을 연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하위 1 단계의 상기 메시지는 A9-Setup-A8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하위 2 단계의 상기 메시지는 A11-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A11-Registration Request 메시지는 MEI(Mobility Event Indicator)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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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하위 3 단계의 상기 응답 메시지는 A11-Registration Reply 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PDSN과 상기 소오스 억세스 망의 소오스 PCF간의 메시지 통신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의 망 기반 도먼트 핸드오프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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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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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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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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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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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556386

- 1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3
	도면4
	도면5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6
청구의 범위 6
도면 9
 도면1 9
 도면2a 10
 도면2b 11
 도면3 12
 도면4 13
 도면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