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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57) 요약

핸드오버 기능을 통해 타겟 셀로 이동하여 레인징 기능을 수행하는 도중 레인징이 실패할 경우, 또는 이동 단말의 이동성

방향이 변경되어 다시 서빙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이동 단말을 서빙 기지국과 효율적으로 재접속시킬 수 있는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이 제공된다.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은, 이동 단말이 타겟 기지국과 핸

드오버에 실패한 경우, 서빙 기지국이 이동 단말과 핸드오버를 재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서빙 기지국이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하는 핸드오버 요청 수신 단계;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

(HO-IND)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이동 단말과 접속 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대기 단계; 및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재설정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재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재접속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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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이 타겟 기지국과 핸드오버에 실패한 경우, 서빙 기지국이 이동 단말과 핸드오버를 재설

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서빙 기지국이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하는 핸드오버 요

청 수신 단계;

상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과 접속 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대기 단

계; 및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재설정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재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재접속 단계

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접속 단계에서 서빙 기지국은 추가적인 시그널링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상기 이동 단말과 재접속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접속 단계는,

상기 핸드오버 수행 중이던 이동 단말로부터 상기 서빙 기지국과 재접속을 위해서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이 접속 해제 대기 중에서 상기 이동 단말과 재접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접속 단계는, 상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 내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

과 재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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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는 재접속(reconnect) 파라미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

법.

청구항 6.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서빙 기지국이 이동 단말과 핸드오버를 재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서빙 기지국이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과 접속 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대기 단

계;

상기 핸드오버를 수행중인 이동 단말과 레인징을 수행한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레인징에 따른 결과를 백본 메시지

(Backbone Message)로 수신하는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재설정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재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재접속 단계

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는 상기 서빙 기지국이 수신한 백본 메시지가 성공(success)으로 설정되면, 상기 이동 단말과

의 접속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는 상기 서빙 기지국이 수신한 백본 메시지가 실패(fail)로 설정되면, 상기 서빙 기지국이 계속

해서 해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정해진 시간 안에 타겟 기지국에서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과

의 레인징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과 접속을 해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

정 방법.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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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은,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로부터 재접속에 관련된 메시지를 수신

하지 못할 경우, 상기 이동 단말과 접속을 해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재접속 단계에서 서빙 기지국은 추가적인 시그널링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상기 이동 단말과 재접속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재접속 단계는,

상기 핸드오버 수행 중이던 이동 단말로부터 상기 서빙 기지국과 재접속을 위해서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이 접속 해제 대기 중에서 상기 이동 단말과 재접속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재접속 단계는, 상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 내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

과 재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실패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IEEE 802.16을 기반으로 한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는 이동 단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 핸드오버 기능을 지원한다. 핸드

오버 기능은 서비스 중 상태인 이동 단말이 현재의 서비스 지역(cell boundary)을 벗어나 다른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동 단말이 신규 채널에 자동 동조되어 지속적으로 서비스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동 단말의 이동성에 따라 핸드오버 기능이 수행되는 지역은 셀 경계 지역이다. 설 경계 지역은 특성상 여러 인접

기지국들로부터 전파가 수신되는 환경이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전파 세기도 크지 않다. 또한, 휴대인터넷 시스템에

서는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를 60Km 정도로 빠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핸드오버 기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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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기능은 MBB(Make Before Break)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즉, 핸드오버 기능은 이

동 단말이 현재의 서빙 기지국과의 접속이 먼저 해제된 후에, 타겟 기지국과 접속을 시작하는 절차로 수행된다. 이때, 핸드

오버는 셀 경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동 단말의 이동성 방향은 불규칙적일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이동 단말이 타겟 지역에서 기지국과 접속되기 위해서 레인징(Ranging)을 수행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 단말의 이동 방향이 바뀌어서, 이동 단말이 다시 서빙 기지국과 접속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휴대인터넷 시스템이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의 접속을 미리 해제하고, 타겟 지역의 기지국과 접속을 시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동 단말은 서빙 기지국과 재접속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그널링 과정을 거쳐 기지국

과 접속을 시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종의 핑퐁(Pingpong) 현상은 셀 경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종래의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는 핸드오버 기능 수행시, 이동 단말이 타겟 지역에서 접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

이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의 접속을 해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핸드오버 절차가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핸드오버 기능을 통해 타겟 셀로 이동하여 레인징

기능을 수행하는 도중 레인징이 실패할 경우, 이동 단말을 서빙 기지국과 효율적으로 재접속시킬 수 있는 휴대인터넷 시스

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이동 단말의 이동성 방향이 변경되어 다시 서빙 지역으로 진입할 경

우, 이동 단말을 서빙 기지국과 효율적으로 재접속시킬 수 있는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을 제공하기 위

한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과제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은,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이동 단

말이 타겟 기지국과 핸드오버에 실패한 경우, 서빙 기지국이 이동 단말과 핸드오버를 재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서빙 기지국

이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하는 핸드오버 요청 수신 단계; 상

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과 접속 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대기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재설정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재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재접속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여기서, 상기 재접속 단계에서 서빙 기지국은 추가적인 시그널링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상기 이동 단말과 재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재접속 단계는, 상기 핸드오버 수행 중이던 이동 단말로부터 상기 서빙 기지국과 재접속을 위해서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이 접속

해제 대기 중에서 상기 이동 단말과 재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재접속 단계는, 상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 내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서빙 기지국이 상기 이

동 단말과 재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는 재접속(reconnect) 파라미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은, 서빙 기지국이 이동 단말

과 핸드오버를 재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서빙 기지국이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로부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

IND) 메시지를 수신하는 핸드오버 요청 수신 단계; 상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IND)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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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말과 접속 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대기 단계; 상기 핸드오버를 수행중인 이동 단말과 레인징을 수행한 타겟 기지

국으로부터 레인징에 따른 결과를 백본 메시지(Backbone Message)로 수신하는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 및 상기 이동 단

말로부터 핸드오버 재설정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 재접속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는 서빙 기지국이 수신한 백본 메시지가 성공(success)으로 설정되면, 상기 이동 단말

과의 접속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는 서빙 기지국이 수신한 백본 메시지가 실패(fail)로 설정되면, 상기 서빙 기지국이 계

속해서 해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에서 서빙 기지국은, 정해진 시간 안에 타겟 기지국에서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

과의 레인징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과 접속을 해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백본 메시지 수신 단계에서 서빙 기지국은, 핸드오버 수행중인 이동 단말로부터 재접속에 관련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상기 이동 단말과 접속을 해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

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

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휴대인터넷 망에서 발생하는 핸드오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휴대인터넷 망에서, 서빙 기지국(120)과 접속된 이동 단말(110)이 서빙 셀(101)로부터 다른 셀로 이동

함으로써 핸드오버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동 단말(110)은 각각의 셀(102, 103, 104) 내의 타겟 기지국(131, 132, 133)으로부터 인접 기지국 정보를 수집하

고, 스캐닝을 통해 인접 기지국들(131, 132, 133)의 무선 채널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후속적으로, 상기 인접 기지국들(131, 132, 133) 중에서 현재의 서빙 기지국(120)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타겟 기지국을 선택하여 레인징을 요청하고, 상기 레인징이 성공한 경우, 핸드오버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실패에 따른 핸드오버 재설정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재설정 장치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RF) 처리부(220), 모

뎀부(230), 핸드오버 처리부(240) 및 중앙 제어부(250)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핸드오버 재설정 장치는 서빙 기지국 내에

구비된다.

RF 처리부(220)는 안테나(210)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무선신호를 송수신 처리한다.

모뎀부(220)는 신호를 변복조하고, 핸드오버 처리부(Handover Processing: 240)는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실패

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의 핸드오버를 재설정한다.

이때, 중앙 제어부(250)는 인접 기지국 정보를 전달 및 스캐닝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 단말은 서빙 기지국에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내려주는 인접 기지국 확인 메시지(Neighbor Advertisement:

NBR-ADV)를 통하여 인접 기지국의 정보를 수집한다(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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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동 단말은 수집된 인접 기지국 정보를 기반으로 인접 기지국의 채널 상태를 스캐닝 기능을 이용하여 주기적으

로 모니터링한다(S320).

다음으로, 이동 단말은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인접 기지국의 채널 상태를 나타내는 CINR(Carrier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과 현재 서빙 기지국의 CINR 값을 체크하여 핸드오버 트리거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330).

만일, 핸드오버 트리거링 조건에 부합되면, 이동 단말은 서빙 기지국으로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REQ)를 송출한다

(S340).

이때, 상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REQ)에는 여러 개의 타겟 기지국을 리스트화해서 보내게 된다. 또한, 상기 핸드오

버 요청 메시지(HO-REQ)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은 요청한 리스트에 있는 인접 기지국들과 백본(backbone) 메시지를 이

용하여 각 인접 기지국들의 서비스 수용능력(Service capacity)을 확인하여 현재 서비스 제공 중인 이동 단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인접 기지국이 어느 기지국들인지를 알아낸다. 여기서, 서비스 수용능력에는 서비스 품질

(QoS), 무선대역 할당 가능 여부 등이 있다.

다음으로, 서빙 기지국은 이 과정을 통해 핸드오버를 요청한 이동 단말에게 핸드오버 가능한 인접 기지국들을 리스트로 해

서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HO-RSP)를 송출한다(S350).

다음으로, 핸드오버에 대한 응답을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이동 단말은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HO-RSP) 내의 인접

기지국 리스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인접 기지국을 타겟 기지국으로 정하고, 서빙 기지국에게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

(HO-IND)를 송출함으로서 서빙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과의 해제 절차를 준비하게 한다(S360).

다음으로, 서빙 기지국은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백본 메시지(Backbone message)를 받게 되며, 서빙 기지국은 이동 단말

로부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를 수신한 후(S370), 바로 핸드오버 해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게 된

다(S380).

다음으로, 이동 단말은 타겟 기지국과 레인징을 시도하게 된다(S380).

다음으로, 해제 처리 대기중인 서빙 기지국은 타겟 기지국으로부터 백본 메시지로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

Handover Result)를 수신하여 레인징 결과를 확인한다(S390). 여기서, 상기 레인징 결과는 후보 타겟 리스트 수만큼 확인

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레인징 결과에 따라 핸드오버가 성공했으면, 서빙 기지국은 바로 해제 절차를 수행하고, 이동 단말은 타겟

기지국과 핸드오버용 신호를 송수신하게 된다(S392).

만일, 상기 레인징 결과에 따라 핸드오버가 실패했으면, 서빙 기지국은 해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상기 이동 단말과의 재

접속하게 된다(S391).

결국, 이동 단말이 타겟 기지국과 접속이 실패되거나, 다시 서빙 기지국 쪽으로 이동하는 이동 단말과 재접속시, 이동 단말

과 서빙 기지국은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의 시그널링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접속을 복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4는 일반적인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실패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재접속 방법의 동

작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일반적인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 기능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저, 핸드오버 기능의 전처리 과정으로서, 이동 단말(110)은 인접 기지국 확인 메시지(Neighbor Advertisement: NBR-

ADV)를 통해 인접 기지국, 즉, 제1 내지 제3 타겟 기지국(131, 132, 133)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S401), 스캐닝 과정을

통해 인접 기지국(131, 132, 133)의 무선채널 상태를 파악한다(S402). 여기서, 인접 기지국(131, 132, 133)은 적어도 하

나 이상의 타겟 기지국을 말하며, 제1 내지 제3 타겟 기지국(131, 132, 133)만을 예시하였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

이에 따라 이동 단말(110)은 핸드오버 기능 수행을 위한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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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접 기지국(131, 132, 133)의 채널 상태와 현재의 서빙 기지국(120)의 채널 상태를 비교하여, 핸드오버 트리

거링(triggering) 조건과 일치하는지 파악한다(S403).

만일, 인접 기지국(131, 132, 133)의 채널 상태와 현재의 서빙 기지국(120)의 채널 상태를 비교하여 핸드오버 트리거링

조건과 일치하면, 이동 단말(110)은 서빙 기지국(120)으로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REQ: Handover Request)를 송출

한다(S404).

다음으로, 상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REQ)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120)은 이동 단말(110)에서 보낸 상기 핸드오버

요청 메시지(HO-REQ) 내의 후보 리스트에 포함된 인접 기지국들(131, 132, 133)과 백본(backbone) 메시지 시그널링을

통해 현재의 이동 단말(110)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 서비스 파라미터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인접 기지국들

(131, 132, 133)과 협상하게 된다(S405~S410). 예를 들면, 서빙 기지국(120)은 제1 타겟 기지국(131)에 접속 파라미터

및 서비스 품질(QoS) 등의 핸드오버 통지 메시지(HO-pre-notify)를 보내고(S405), 상기 제1 타겟 기지국(131)으로부터

핸드오버 확인 메시지(HO-confirm)를 수신한다(S406). 이러한 협상 과정은 제2 타겟 기지국(132) 및 제3 타겟 기지국

(133)과도 동일한 절차를 수행한다(S407~S410).

따라서 서빙 기지국(120)은 전술한 협상 과정(S405~S410)을 통해 현재 자신이 서비스 중인 이동 단말(110)에게 현재의

서비스 수준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접 기지국들(131, 132, 133)을 알아내게 된다.

다음으로, 서빙 기지국(120)은 알아낸 인접 기지국들(131, 132, 133)의 리스트 정보를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HO-RSP)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110)에 전달한다(S411).

다음으로, 이동 단말(110)은 서빙 기지국(120)으로부터 전달받은 후보 리스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인접 기지국(131, 132,

133)을 타겟 기지국으로 하여 핸드오버용 레인징 절차를 준비하고, 현재의 서빙 기지국(120)에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

(HO-IND: Handover Indication)를 송출한다(S412). 이에 따라 이동 단말(110)은 타겟 기지국(131, 132, 133)과 핸드오

버용 레인징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핸드오버는 셀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접한 다수의 기지국에서 오는 전파들로 인해 간섭과 노이즈가 심

하기 때문에 레인징에 실패할 확률이 일반적인 셀 영역에 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이동 단말(110)의 이동

방향이 다시 서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로 인해 핸드오버 트리거시 예측한 상황과 다르게 변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를 이동 단말(110)로부터 수신한 서빙 기지국(120)은 곧바로 이동 단말

(120)의 해제 절차를 수행한다(S413).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의 핸드오버는 절차상 현재의 서빙 기지국(120)과 해제 절차를 마친 후에 타겟 지역의 인접 기지국

(131, 132, 133)과 핸드오버 시그널링을 통해 접속하게 된다. 이때, 이동 단말(110)은 셀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레인징

절차가 셀 내의 다른 이동 단말보다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또한 이동 단말(110)의 이동성 방향의 변경이나 이

동성에 대한 예측의 오류로 인하여 이동 단말(110)이 기존의 서빙 기지국과의 접속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핸드오버 절차상 이동 단말(110)은 이미 서빙 기지국(120)과는 접속이 해제된 상태이므로 다시 초기 레인징부터

모든 시그널링 절차를 수행해야만 한다. 휴대인터넷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이동 단말(110)의 핑퐁 현상에 대한 적절한 준비

절차가 없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도 4를 참조하면, 이동 단말(120)이 제1 내지 제3 타겟 기지국(131, 132, 133)과 레인징이 실패하게 되면

(S414~S415), 즉, 모든 타겟 기지국(131, 132, 133)과 레인징이 실패하여 핸드오버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상기 이동 단

말(110)은 서빙 기지국(120)과 다시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고(S417), 핸드오버 접속 시그널링을 거쳐(S418), 이동 단말

(110)과 서빙 기지국(120)이 재접속된다(S419).

현재 휴대인터넷 시스템 규격상 핸드오버의 기능 수행 절차는 일차적으로 현재의 서빙 기지국과의 접속을 해제하고, 타겟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핸드오버 절차에 따라 타겟 기지국으로 넘어간 이

동 단말(110)이 타겟 기지국과 핸드오버용 레인징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술한 바

와 같이 레인징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동 단말(110)이 이미 서빙 기지국(120)과 접속이 해제된 상태

이기 때문에 서빙 기지국(120)과 재접속이 필요할 시, 다시 레인징을 포함한 시그널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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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실패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재접속 방법의 구체적인

동작 흐름도로서, 핸드오버 재접속을 요구하는 신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5를 도 4와 비교하면, S501 내지 S510 단계는 전술한 도 4의 S410 내지 S412 단계와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즉, 서빙 기지국(120)이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를 수신함으로써 서빙 기지국(120)이 상기 이동 단말(110)

과의 해제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다음으로,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120)은 상기 이동 단말(110)과 해제 절차 대기 상태로

가서 해제 절차를 준비한다(S511). 이때, 이동 단말(110)은 핸드오버 가능성이 가장 큰 기지국을 타겟 기지국(131, 132)

으로 하여 핸드오버용 레인징 절차를 수행한다.

이동 단말(110)과 첫 번째 타겟 기지국인 제2 타겟 기지국(132)의 레인징 절차가 실패하면(S512), 상기 제2 타겟 기지국

(132)은 상기 서빙 기지국(120)에게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를 전송한다(S513). 즉, 상기 이동 단말(110)과 레

인징 절차를 실패한 첫 번째 타겟 기지국(132)은 백본 메시지인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에 실패인 결과 값을 포

함시켜 서빙 기지국(120)으로 보낸다.

이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120)은 이동 단말(110)이 인접 기지국(132)과의 핸드오버가 실패했으므로 해제 절차를 수행하

지 않고, 계속 해제 절차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이동 단말(110)은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인접 기지국인 제1 타겟 기지국(131)과 레인징 절차를 수행한다(S515). 즉,

첫 번째 타겟 기지국과의 레인징 절차를 실패한 이동 단말(110)은 순차적으로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HO-RSP) 내의 리스

트 상에 있는 인접 기지국들과 레인징 절차를 수행한다. 만일, 이동 단말(110)과 제1 타겟 기지국(131)의 레인징이 실패한

경우, 제1 타겟 기지국(131)은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에 실패인 결과 값을 포함시켜 서빙 기지국(120)으로 보

낸다(S516).

마찬가지로,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120)은 이동 단말(110)이 제1 타겟 기지국(131)과

의 핸드오버가 실패했으므로 해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계속 해제 절차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S517).

다음으로, 상기 핸드오버 수행 중이던 이동 단말(110)로부터 상기 서빙 기지국(120)과 재접속을 위해서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하게 된다(S518). 즉, 핸드오버를 수행 중이던 이동 단말(110)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인접 기지

국(131, 132)과의 레인징 절차를 실패하면, 이동 단말(110)은 서빙 기지국(120)으로 재접속을 요구하는 신규 메시지인 핸

드오버 재접속 메시지(HO-RCON: Handover Reconnetion)를 송출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버 재설정 메시지(HO-RCON)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120)이 접속 해제 대기 중에서 상기 이동 단말

(110)과 실시간으로 재접속할 수 있다(S519).

따라서 서빙 기지국(120)은 이동 단말(110)과 해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접속에 관련된 모든 파라미타 값을 유지하

고 있었으므로, 재접속에는 부가적인 시그널링 절차 없이 바로 접속이 수행될 수 있다.

한편, 서빙 기지국(120)은 메시지 수신을 위해 타이머를 동작시킬 수 있다. 즉, 리스트에 있는 모든 타겟 기지국(131, 132)

으로부터 핸드오버가 실패했다는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를 수신하면, 계속 해제 대기 상태에 있게 된다.

이후, 서빙 기지국(120)은 핸드오버를 수행중인 이동 단말(110)로부터 재접속을 요청하는 핸드오버 재접속 메시지(HO-

RCON)가 오지 않아 타이머가 끝나면, 서빙 기지국(120)은 상기 이동 단말(110)과 즉시 해제 절차를 수행하면서 할당되었

던 모든 자원을 해제한다.

또한, 일정시간 동안 리스트에 있는 타겟 기지국(131, 132)으로부터 백본 메시지인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가

수신되지 않으면, 에러 처리에 따라 서빙 기지국(120)은 즉시 해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실패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재접속 방법의 구체

적인 동작 흐름도로서, 기존 메시지에 소정의 타입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공개특허 10-2007-0061407

- 9 -



도 6을 도 5와 비교하면, S601 내지 S619 단계는 도 5의 S501 내지 S519 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S618 단계

만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6을 참조하면, 재접속 요구를 핸드오버 재접속 메시지(HO-RCON)와 같은 신규 메시지를 만들지 않고, 기존 메시지인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HO-IND)의 파라미터인 ind_type에 재접속(Reconnetion)을 뜻하는 타입을 하나 추가하여, 이동

단말이 재접속을 뜻하는 타입으로 설정하여 HO-IND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다(S618).

한편,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시에 이동 단말이 타겟 기지국과의 레인징에 성공한 경우를 예시하는 동

작 흐름도이다.

도 7을 도 6과 비교하면, S701 내지 S714 단계는 도 6의 S601 내지 S614 단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레인징 절차를 수행중인 이동 단말(110)은 각각의 인접 기지국들(131, 133)과 레인징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1 타겟

기지국(131)은 레인징 절차를 성공할 경우(S715), 서빙 기지국(120)으로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의 결과 값을

성공(success)으로 하여 송출한다(S716).

다음으로, 상기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HO-RSLT)를 수신한 서빙 기지국(120)은 제1 타겟 기지국(131)과 이동 단말(110)

이 시그널링을 성공했으므로, 해제 절차 대기 상태에서 바로 해제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S717).

이때, 핸드오버 기간 중에서 상기 이동 단말(110)로 전달되어야 하는 버퍼링되어 있는 다운링크 트래픽을 백본 망을 통해

핸드오버를 성공한 제1 타겟 기지국(131)으로 포워딩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빙 기지국(120)은 인접 기지국들(131, 132)로부터 핸드오버 결과가 성공되었다는 핸드오버 결과 메시지

(HO-RSLT)를 받기 전까지는 해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계속 해제 절차 대기 상태에 있게 된다.

결국,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서빙 기지국(120)은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이동 단말(110)로부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

(HO-IND)를 수신하면, 기존과 같이 곧바로 해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서빙 기

지국(120)은 상기 이동 단말(110)이 타겟 기지국(131, 132)과 레인징에 실패하거나, 또는 다시 서빙 기지국(120) 쪽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핸드오버용 레인징 절차를 수행한 타겟 기지국들(131, 132)이 레인징에 대한 결과 내용

을 백본 메시지를 통해 서빙 기지국(120)으로 송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서빙 기지국(120)은 레인징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빙 기지국(120)은 타겟 기지국(131, 132)으로부터 레인징 결과를 성공으로 수신하면, 바로 대기 중이던 해제

절차를 곧바로 수행하여 핸드오버를 수행중인 이동 단말(110)과 해제를 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레인징 결과를 실패로

수신했으면, 계속 해제 절차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전파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셀 경계 지역에서 일어나는 핸드오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규칙적인

예외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핸드오버 기능을 통해 타겟 셀로 이동하여 레인징 기능을 수행하는 도

중 레인징이 실패할 경우, 이동 단말을 서빙 기지국과 효율적으로 재접속시킬 수 있다. 또한, 이동 단말의 이동성 방향이

변경되어 다시 서빙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이동 단말을 서빙 기지국과 효율적으로 재접속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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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적용되는 휴대인터넷 망에서 발생하는 핸드오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실패에 따른 핸드오버 재설정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핸드오버 재설정 방법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4는 일반적인 휴대인터넷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실패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재접속 방법의 동작 흐

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실패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재접속 방법의 구체적인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실패시 이동 단말과 서빙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 재접속 방법의 구체적인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핸드오버 시에 이동 단말이 타겟 기지국과의 레인징에 성공한 경우를 예시하는 동작 흐름

도이다.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07-0061407

- 11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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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공개특허 10-2007-0061407

- 13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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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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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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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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