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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하은주

(54)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하드 핸드오버시 빠른 순방향링크서비스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드 핸드오버시 순방향링크 서비스를 빠르게 재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으로의 하드 핸드오버시 새로운 기지국은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

를 수신하고, 상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식별을 위한 임시 식별자를 생성하고, 상기 단말과 트래

픽 접속을 설정하기 이전에 상기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

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한다. 단말은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를 수신하고, 상기 이전 기

지국의 식별자와 자신의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의 빠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를 위한 임시 식

별자를 생성하고, 상기 새로운 기지국과 트래픽 접속을 설정하기 전까지 상기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

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으로 액세스를 시도

하여 자원을 할당받기 전까지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5

색인어

HARD HANDOVER, DOWNLINK SERVICE, TEMPORARY ID, HANDOVER COMMON CHANNEL, HCCH, OFD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구성.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30)의 셀간 이동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으로 이동하는 단말의 하드 핸드오버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프레임 및 심볼 동기를 위한 순방향 OFDM 프레임의 시간축상의 구조.

도 5는 역방향 동기를 수행하는 단말들의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임시 식별자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하는 단말에게 임시 식별자를 할당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하는 단말에게 임시 식별자를 할당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HCCH를 포함하는 OFDM 프레임의 구조도.

도 10a와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HCCH의 사용 예들을 보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HCCH를 포함하는 OFDM 프레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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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HCCH의 사용 예들을 보인 도면.

도 13은 단말이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경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14는 네트워크가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경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

름도.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 동작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 동작을 수행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하드 핸드오버시 순방향링크 서비스를 빠르게 재개하기 위한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셀룰러 통신 시스템은 전체 서비스지역을 다수의 기지국(Base Station) 영역으로 분할하여 소규모의 서비스영

역인 셀(cell)들로 구성하고 이러한 기지국들을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으로 집중 제어하여, 가입자

단말기(Mobile Station: 이하 MS라 칭함)가 셀들간을 이동하면서도 통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은

기지국이 복수의 단말기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전형적으로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F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CDMA) 등이 있다.

이들 중 특히 CDMA는 무선 상에서의 채널들을 상호간에 직교하는 확산 코드들(Spreading Codes)로 구분함으로써 동일

한 주파수와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CDMA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셀들간의 중첩된 영역에

서 이동하는 단말기가 2개 이상의 기지국들과 동시에 채널들을 연결함으로써 안정된 통화를 보장하게 하는 소프트 핸드오

버(Soft Handover)이다.

데이터를 확산하여 전송하는 CDMA와는 달리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화(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이라 칭함)는 데이터를 역고속 퓨리에 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IFFT 변환이라 칭함)한 후 보호구간(Guard Interval)을 삽입하여 전송함으로써 CDM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광대역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OFDM 통신 시스템에서 변조된 심볼들은 부반송파(Sub-carrier)라 불리는 협

대역의 주파수들을 통해 동시에 전달된다. 이들 부반송파들은 매우 좁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대략적으로 평형의 페

이딩 특성(flat-fading)을 가진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OFDM 통신 시스템에서는 인접한 셀들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다른 부반송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채널들을 동시에 연결하는 소프트 핸드오버를 지원하지 못하므로, 이전 셀에서의 채널을 끊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셀에서의 채널을 연결하는 하드 핸드오버(Hard Handover)를 사용한다. 여기서 상기 채널

들은 서로 다른 부반송파들을 사용한다. 하드 핸드오버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으로 서

비스를 받기까지 지연시간이 단말의 서비스에 가급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핸드오버 절차에서 단말은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과 제어 정보 송수신을 위한 채널을 할당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

정에서 통신의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하드 핸드오버 하는 단말이 역방향링크(Uplink)와 순방향링크(Downlink) 모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지국에서 엑세스를 거쳐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접속 아이디와 트래

픽 채널 및 제어 채널을 할당받아야 한다. 그런데 단말이 액세스 수행시 다른 단말과의 충돌로 인해 긴 지연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하드 핸드오버 동안 수십 ms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동영상과 같이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의

경우 이러한 지연은 서비스 품질을 크게 악화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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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하

드 핸드오버시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에서 액세스 과정을 거치기 전에 순방향 트래픽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하드 핸드오버하는 단말의 서비스 지연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지연에 민감한 실시간 트래픽 사용자들에게 하드 핸드오버시 순방향 트래픽 채널을 미

리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

운 기지국으로의 하드 핸드오버시 상기 새로운 기지국이 하드 핸드오버하는 단말에게 빠른 순방향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식별을 위한 임시 식별자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과 트래픽 접속을 설정하기 이전에 상기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으로의 하드 핸드오버시 하드 핸드

오버하는 단말이 빠른 순방향링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전 기지국의 식별자와 자신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의 빠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를 위한

임시 식별자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새로운 기지국과 트래픽 접속을 설정하기 전까지 상기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사용자 데

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셀룰러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전체 서비스영역(40)은 복수의 상호 인접한 셀들(10a 내지 10g)로 구분된다.

여기서 셀들(10a 내지 10g)은 육각형의 형태로 도식화되었지만 실제로 그 형태는 전파의 세기 및 장애물의 배치에 따라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며 대부분의 경우 인접한 다른 셀들과 중첩(overlaying)된다. 각각의 셀들(10a 내지 10g)은 트래픽

채널과 제어 채널을 사용하여 이동 단말(30)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기지국(BS)(20a 내지 20g)에 관련된다. 기

지국들(20)은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네트워크(50)에 연결된다.

단말(30)과 기지국들(20a 내지 20g) 간에 OFDM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단말(30)이 각 셀 경계를 이동할 때마다 하드 핸

드오버가 발생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30)의 셀간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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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단말(30)은 제1 기지국(20a)에 속하는 제1 셀(10a)과 제2 기지국(20b)에 속하는 제2 셀(10b)의 중

첩된 영역에서 제2 셀(10b)을 향해 이동중이다. 여기서 제1 기지국(20a)과 제2 기지국(20b)은 동일한 네트워크 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관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지국들(20a, 20b)이 동일한 네트워크(50)에 연결되는 구성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제1 기지국(20a)은 소스 기지국(Source BS) 또는 이전 기지국(Old BS: OBS)이라 칭해지며, 제2 기지국(20b)은

타겟 기지국(Target BS) 또는 새로운 기지국(New BS: NBS)이라 칭해진다.

도 3은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으로 이동하는 단말의 하드 핸드오버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과정(110)에서 단말은 이전 기지국과 무선 채널을 연결하고 통화중이다. 단말은 주기적으로 또는

현재 통신중인 이전 기지국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소정 핸드오버 기준값 이하가 되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인접

한 기지국들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한다.

과정(120)에서 단말은 파일럿 신호 세기가 충분히 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지국, 즉 새로운 기지국을 감지하고 핸드오

브를 결정한다. 다른 경우 단말은 자신이 측정한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이전 기지국으로 보고하고, 이전 기지국의 지시에

의해 핸드오버를 결정한다. 그러면 단말은 과정(130)에서 이전 기지국과의 모든 접속을 해제하고 과정(140)에서 새로운

기지국의 순방향 링크에 동기화한 후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획득한다. 또한 과정(150)에서 단말은 새로운 기지국의 역방향

링크에 동기하여 역방향 파라미터들을 획득한다.

OFDM 통신 시스템의 경우 순방향 링크의 동기는,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 반복적인 프리앰블이나 주기적 프리픽스

(Cyclic Prefix: CP)를 수신함으로써 획득된다. 프리앰블은 OFDM 프레임의 동기를 위하여 OFDM 프레임의 앞에 부가되

는 심볼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기적 프리픽스는 OFDM 심볼의 동기를 위하여 OFDM 심볼들의 앞에 부가되는 정보를 의미

한다.

도 4는 프레임 및 심볼 동기를 위한 순방향 OFDM 프레임의 시간축상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순방

향 프레임의 앞에는 프레임 동기를 위한 제1 프리앰블과 기지국 식별을 위한 제2 프리앰블이 포함된다. 프리앰블 시퀀스

에 이어지는 데이터 심볼들 각각은 보호구간내에 포함되는 주기적 프리픽스(CP) 부분과 데이터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단말은 핸드오버에 의해 이전 기지국(즉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즉 새로운 기지국)으로 이동한 경우 새로운

기지국의 순방향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순방향 프레임 동기 및 심볼 동기를 획득한다. 이러한 절차는 단말이 핸드오버를 시

작하기 이전, 주변 기지국들의 신호들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OFDM 통신 시스템의 경우 역방향 링크의 동기는, 단말이 기지국으로 액세스 패킷을 전송하고 긍정적 응답

(Acknowledge: ACK)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지국으로부터 긍정적 응답을 수신한 단말은 역방향 링크 전송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된다.

도 5는 역방향 동기를 수행하는 단말들의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단말들은 순방향 방송 정보(downlink broadcast information)를 통해서 역방향 액세스 슬롯들을

확인하고, 해당 슬롯에서 랜덤 액세스를 시도한다. 랜덤 액세스는 정해진 액세스 슬롯들 중 랜덤하게 선택한 슬롯으로 액

세스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액세스를 시도하는 단말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충돌 확률은 단말

이 역방향 링크 서비스를 받기까지 지연을 초래한다.

도시된 경우 MS1과 MS2는 동일한 액세스 슬롯을 사용함에 따라 서로간에 충돌하지만 MS3은 충돌 없이 액세스 패킷의

전송에 성공하게 되고 기지국으로부터 긍정 응답을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MS3는 정상적으로 역방향 링크 동기를 획득하

고 시스템 파라미터를 수신하지만, MS1과 MS2는 다음번 액세스 주기에서 다시 랜덤 액세스를 시도하여야 한다.

상기 과정들(140, 150)에 의해 새로운 기지국을 액세스하면, 과정(160)에서 단말은 새로운 기지국과 기본 용량(Basic

capabilities)을 협상하고 무선 자원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나서 단말은 과정(170)에서 새로운 기지국과 접속을 재설정

(re-establish)하고 과정(180)에서 새로운 기지국과 통화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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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하드 핸드오버 절차에 있어서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과 통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지국

을 액세스하여야 한다.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을 액세스하는 데에는 순방향 및 역방향 시스템 파라미터와 각종 동기 정보들

을 획득하며 무선 자원을 할당받기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정보들 없이 단말은 기지국에게 역방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런데 핸드오버시에 새로운 기지국은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각종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을 액세스하기 이전에, 새로운 기지국이 핸드오버 공용채널(Handover

Common Channel: 이하 HCCH라 칭함)을 이용하여 단말에게 순방향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새로운 기지국으로 하드 핸드오버 하는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접속 식별자와 트래픽 채널 및 제어 채널을

할당받기 전에 순방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지국에서 단말을 구분할 수 있는 임시 식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지국은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할당할 시 단말이 액세스를 시도하기 이전에 사용하기 위한 임시 식별자를 사용한

다. 임시 식별자는 통상적인 접속 식별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지국이 단말에게 전송하는 패킷 데이터의 앞부분에 삽입

되어 수신 단말을 지시하는데 사용되며,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에 액세스를 시도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자원을 할당받기 전

까지 사용된다.

하드 핸드오버시에 사용되는 임시 식별자(MS_TEMP_ID)는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의 액세스에 성공하여 정식 접속 식별자

를 부여받을 때까지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소스 및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BS_ID)와 이전 기지국에 의해

할당된 단말 접속 식별자(MS_LOCAL_ID)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이와 같이 생성한 임시 식별자는 새로운 기지국 내에서

단말에게 유일하게 되고, 새로운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어떠한 정보를 송수신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즉, 단말과 새로

운 기지국간에 서로 동일한 임시 식별자를 사용하게 되어, 새로운 기지국에서는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만으로 핸드오버한 단말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임시 식별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임시 식별자의 구성에 대한 두 가지의

예들을 나타내었다.

상기 도 6의 (A)에 나타낸 임시 식별자(MS_TEMP_ID)는 이전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자(BS_ID)와 이전 기지국에 의해 부

여된 단말 접속 식별자(MS_LOCAL_ID)를 단순 연결하여 구성된다. 다른 경우 (B)에 나타낸 임시 식별자(MS_TEMP_ID)

는 이전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자(OBS_ID)와 새로운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자(NBS_ID) 간의 차이(DIFF_BS_ID)와 이전

기지국에 의해 부여된 단말 접속 식별자(MS_LOCAL_ID)를 단순 연결하여 구성된다. 이 경우 단말은 이전 기지국으로부

터 방송 채널을 통해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NBS_ID)를 얻는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하는 단말에게 임시 식별자를 할당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단말(30)은 이전 기지국(20a)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20b)으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핸드오

버가 발생하게 되면 이전 기지국(20a)은 새로운 기지국(20b)에게 단말에 관련된 각종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를 전달한다.

여기서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에는 이전 기지국(20a) 자신의 고유한 식별자(OBS_ID)와 이전 기지국(20a)이 단말(30)에게

할당한 접속 식별자(MS_LOCAL_ID)가 포함된다. 여기서 OBS_ID는 10이고 MS_LOCAL_ID는 3인 것으로 한다.

그러면 새로운 기지국(20b)은 핸드오버한 단말(30)에게 (10,3)이라는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부여하여 순방향 데

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하고, 단말(30)은 역시 (10,3)이라는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생성하여 새로운 기지국(20b)

으로부터 순방향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사용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하는 단말에게 임시 식별자를 할당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8에서 이전 기지국(20a)의 기지국 식별자(OBS_ID)는 10이고 단말(30)의 접속 식별자(MS_LOCAL_ID)는 3이며

새로운 기지국(20b)의 기지국 식별자(NBS_ID)는 12이다. 이전 기지국(20a)과 새로운 기지국(20b)의 기지국 식별자 차이

값은 2(=12-10)이므로, 새로운 기지국(20b)은 핸드오버한 단말(30)에게 (2,3)이라는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부

여하여 순방향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단말(30)은 핸드오버 이후 새로운 기지국(20b)의 방송 채널을 통해 새로운

기지국(20b)의 기지국 식별자(NBS_ID)를 획득하고, 역시 (2,3)이라는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생성하여 새로운 기

지국(20b)으로부터 순방향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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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지국은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사용하여 단말에게 순방향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

(HCCH)라는 논리 채널을 할당한다. 즉 핸드오버 공용채널은 핸드오버한 후 아직 액세스에 성공하지 못한 단말들을 위하

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에 액세스를 시도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자원을 할당받게 되면 더 이상 사용

되지 않는다.

OFDM 통신 시스템의 경우 핸드오버 공용채널은 OFDM 프레임의 특정 위치(주파수 및 시간)에 할당된다. 이때 새로운 기

지국은 OFDM 프레임의 방송 채널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데이터가 포함됨을 지시하는 비트(이

하 HCCH 지시비트라 칭함)를 설정한다. HCCH 지시비트는 HCCH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트래

픽 채널을 위하여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HCCH를 포함하는 OFDM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나타낸 OFDM 프레

임의 세로축은 부반송파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로축은 시간슬롯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OFDM 프레임에서 방송 채널(Broadcast Channel: 이하 BCCH라 칭함)에 할당되는 부분 중 미리

정해지는 위치에는 핸드오버 공용채널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HCCH 지시비트가 설정된다. 상기 HCCH 지시비

트가 1로 설정되는 것은 이어지는 데이터 블럭의 특정 위치에 HCCH 데이터가 포함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HCCH 데이터

가 포함되는 OFDM 프레임상의 위치, 즉 HCCH에 할당된 위치와 HCCH 지시 비트의 위치는,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미리

약속되는 것이다.

도 10a와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HCCH의 사용 예들을 보인 것이다. 도 10a에서 HCCH 지시비트는 1로 설

정되고, 따라서 OFDM 프레임의 정해진 위치에는 HCCH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도 10B에서 HCCH 지시비트는 0으로

설정되는데, 이 경우 OFDM 프레임에서 HCCH를 위해 할당된 위치에는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 TRCH)을 위한 사

용자 데이터가 실린다. 여기에 나타낸 트래픽 채널의 데이터는 핸드오버를 하지 않는 다른 사용자 단말을 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상기와 같이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위치가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미리 약속된 경우 새로운 기지국은 단지 지시비트만을 설

정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지국은 OFDM 프레임의 방송 채널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핸드오버 공용채널

의 데이터가 포함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상기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량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자원정보라고도 칭해질 것이다. 즉, 새로운 기지국은 HCCH 자원정보를 사용하여

HCCH의 전송 가능한 데이터 양을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HCCH 지시비트와 HCCH 자원정보는 HCCH 할당정

보라 칭해질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HCCH를 포함하는 OFDM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OFDM 프

레임의 세로축은 부반송파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로축은 시간슬롯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OFDM 프레임에서 방송 채널에 할당되는 부분 중 미리 정해지는 위치에는 핸드오버 공용채널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HCCH 지시 비트가 설정된다. 상기 HCCH 지시 비트가 1로 설정되는 것은 이어지는 데이

터 블럭에 HCCH 데이터가 포함됨을 의미한다. 상기 HCCH 데이터가 포함되는 OFDM 프레임상의 위치는 HCCH 지시 비

트에 이어지는 HCCH 자원정보에 의하여 지시된다.

도시한 바와 같이 HCCH 데이터의 위치는 부반송파와 시간슬롯에 따라 사각형으로 표현되는데, HCCH가 할당되는 부반

송파들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HCCH 자원정보에는 HCCH가 할당되는 시간슬롯들만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HCCH의

할당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CCH가 점유하는 부반송파들은 새로운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자(NBS_ID)에 의

하여 결정된다. 도 12는 이러한 HCCH의 사용 예를 보인 것이다.

상기 도 12에서 HCCH 지시비트는 1로 설정되어 있고 HCCH에 할당된 부반송파들은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NBS_ID)에

의해 정해지며, HCCH에 할당된 시간슬롯들은 HCCH 자원정보에 의하여 정해진다. 일 예로서, HCCH에 할당 가능한는 부

반송파들의 개수가 3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NBS_ID)가 12인 경우 12번째 내지 14번째

부반송파들이 HCCH에 할당된다. 또한 HCCH 자원정보에 의해 10개의 시간슬롯들이 할당되었다. 그러면 HCCH에 할당

된 전송량은 총 30개의 OFDM 심볼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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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로서, HCCH가 할당되는 블럭의 한 꼭지점 A를 HCCH의 시작점이라 칭하고 꼭지점 B를 HCCH

의 종료점이라 칭하면, 시작점과 종료점의 위치들을 지정함으로써 HCCH의 할당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

에서, HCCH의 시작점은 새로운 기지국의 기지국 식별자(NBS_ID)에 의하여 정해지고 HCCH의 종료점은 HCCH 자원정

보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하드 핸드오버시의 빠른 순방향링크 서비스 동작에 대하여 설명

한다. 여기에서는 단말이 핸드오버를 결정하는지 또는 네트워크가 핸드오버를 결정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

어 설명할 것이다.

도 13은 단말이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경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이다. 여기서 참조번호 236은 단말이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서비스받는 구간을 나타내며, 238은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서비스받는 구간을 나타내고, 240은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채널을 통해 서비스받는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구간 238은 구간 236과 구간 240 사이의 지연을 보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간 238은 빠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간이라 칭해질 것이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단말은 현재 서비스중인 기지국(OBS)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소정 레벨 이하가 되면, 과

정(202)에서 인접한 기지국들로부터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하여 소정 레벨 이상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가지는 기지

국들(후보 기지국들이라 칭함)을 검출하고, 과정(204)에서 상기 후보 기지국들의 식별자들(여기에서는 OBS_ID와 NBS_

ID)을 포함하는 후보 기지국 식별자 리스트(Candidate_BS_ID List)와 자신의 식별자(MS_ID)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초기

화(Handover Initiation: HIN이라 표기함) 메시지를 현재 서비스중인 기지국(OBS라 표기함)으로 전송한다. 여기서 MS_

ID라 함은 앞서 언급한 MS_LOCAL_ID와 동일한 것이다.

과정(206)에서 이전 기지국은 자신의 식별자인 OBS_ID와 상기 MS_ID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요구(Handover Request)

메시지를 새로운 기지국(NBS)으로 전송한다. 새로운 기지국은 과정(208)에서 상기 핸드오버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새

로운 단말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status_of_NBS)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요구 응답(Handover

Request Ack) 메시지를 전송한 후, 과정(210)에서 상기 MS_ID와 상기 OBS_ID를 가지고 단말을 위한 임시 식별자(MS_

TEMP_ID)를 생성한다.

과정(212)에서는 이전 기지국과 새로운 기지국 사이에 보안 통로인 터널이 연결된다. 상기 터널은 이전 기지국이 네트워

크로부터 수신한 상기 단말의 사용자 데이터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터널이 연결되면, 과정(214)에서 이전 기지국은 후보 기지국들의 상태들을 포함하는 핸드오버 힌트(Handover Hint: HH

이라 표기함) 메시지를 단말로 전송하며, 과정(216)에서 단말은 상기 후보 기지국들의 상태들에 따라 핸드오버를 수행할

새로운 기지국(NBS)을 결정한다. 과정(218)에서 단말은 상기 결정된 새로운 기지국으로의 핸드오버를 요청하는 핸드오버

개시(Handover Commence: HC라 표기함)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핸드오버 개시 메시지는 새로운 기지국의 식

별자(NBS_ID)를 포함한다.

이전 기지국은 상기 핸드오버 개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과정(220)에서 네트워크로부터의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새

로운 기지국으로 전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과정(222)에서 핸드오버 개시 응답(Handover Commence Ack: H-CAck라

표기함)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수신되면, 새로운 기지국은 단말이 핸드오

버를 시작했음을 인식하고 과정(224)에서 HCCH를 할당하고 과정(226)에서 HCCH 할당 정보를 방송하는 동시에 상기 과

정(210)에서 생성한 단말의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

송하기 시작한다.

단말은 상기 핸드오버 개시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의 수신을 중단하고, 상기 핸드오버 개시 응

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핸

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데이터를 수신한다.

동시에 단말은 과정(228)에서 새로운 기지국으로 호스트 핸드오버 요구(Host Handover Request: H-HR이라 표기함) 메

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스트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는 역방향 제어 채널인 액세스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지국은 과정(230)에서 단말에게 핸드오버 응답(Handover Ack: HAck라 표기함) 메시지를 보내고, 과정(232)에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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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게 핸드오버 완료(Handover Complete) 메시지를 보낸다. 단말은 상기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에 의해 새로운 기

지국의 역방향 파라미터 및 역방향 동기를 획득한다. 이후 과정(234)에서 새로운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접속이 설정되어

단말은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도 14는 네트워크가 핸드오버를 결정하는 경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

름도이다. 여기서 참조번호 334는 단말이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서비스받는 구간을 나타내며, 336은 새로운 기지국으로부

터 핸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서비스받는 구간을 나타내고, 338은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채널을 통해 서비스받

는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도 시한 바와 같이 구간 336은 구간 334와 구간 338 사이의 지연을 보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간 336은 빠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간이라 칭해질 것이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단말은 현재 서비스중인 기지국(OBS)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 세기가 소정 레벨 이하가 되면, 과

정(302)에서 인접한 기지국들로부터의 파일럿 신호 세기들을 측정하여 소정 레벨 이상의 파일럿 신호 세기를 가지는 기지

국들(후보 기지국들이라 칭함)을 검출하고, 과정(304)에서 상기 후보 기지국들의 식별자들(여기에서는 OBS_ID와 NBS_

ID)을 포함하는 후보 기지국 식별자 리스트(Candidate_BS_ID List)와 자신의 식별자(MS_ID)를 포함하는 파일럿 보고

(Pilot Reporting) 메시지를 현재 서비스중인 기지국(OBS라 표기함)으로 전송한다.

이전 기지국은 과정(306)에서 단말의 핸드오버를 제어하는 네트워크 소자(도시하지 않음)와의 통신에 의해 단말이 핸드오

버할 새로운 기지국을 결정하고, 과정(308)에서 해당 새로운 기지국에게 자신의 식별자인 OBS_ID와 단말의 정보(특히

MS_ID를 포함함)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요구(Handover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 새로운 기지국은 과정(310)에서 핸

드오버 요구 응답(Handover Request Ack) 메시지를 이전 기지국으로 전송한 후, 과정(312)에서 상기 MS_ID와 상기

OBS_ID를 가지고 단말을 위한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생성한다.

과정(314)에서는 이전 기지국과 새로운 기지국 사이에 보안 통로인 터널이 연결된다. 상기 터널은 이전 기지국이 네트워

크로부터 수신한 상기 단말의 사용자 데이터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터널이 연결되면, 과정(316)에서 이전 기지국은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NBS_ID)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지시(Handover

Direction: HD이라 표기함) 메시지를 단말로 전송하며, 과정(318)에서 단말은 핸드오버 지시 응답(Handover Direction

Ack: H-DAck라 표기함)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전 기지국은 상기 핸드오버 지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과정(320)에서

네트워크로부터의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를 새로운 기지국으로 전달하기 시작한다.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수신되면, 새로운 기지국은 단말이 핸드오버를 시작했음을 인식하고

과정(322)에서 HCCH를 할당하고 과정(324)에서 HCCH 할당 정보를 방송하는 동시에 상기 과정(312)에서 생성한 단말

의 임시 식별자(MS_TEMP_ID)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단말은 상기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의 수신을 중단하고, 상기 핸드오버 지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핸

드오버 공용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데이터를 수신한다.

동시에 단말은 과정(326)에서 새로운 기지국으로 호스트 핸드오버 요구(Host Handover Request: H-HR이라 표기함) 메

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호스트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는 역방향 제어 채널인 액세스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지국은 과정(328)에서 단말에게 핸드오버 응답(Handover Ack: HAck라 표기함) 메시지를 보내고, 과정(330)에서 이전

기지국에게 핸드오버 완료(Handover Complete) 메시지를 보낸다. 단말은 상기 핸드오버 응답 메시지에 의해 새로운 기

지국의 역방향 파라미터 및 역방향 동기를 획득한다. 이후 과정(332)에서 새로운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접속이 설정되어

단말은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트래픽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하드 핸드오버시의 빠른 순방향링크 서비스 동작을 위한 새로운 기지국과

단말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 동작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5를 참조하면, 과정(410)에서 새로운 기지국은 핸드오버 요구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인 OBS_ID와 MS_LOCAL_ID 등을 수신한다. 과정(420)에서는 상기 OBS_ID와 상기 MS_LOCAL_ID를 이용

하여 임시 식별자(MS_TEMP_ID)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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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430)에서 핸드오버한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네트워크로부터 직접 또는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면, 과정

(440)에서 새로운 기지국은 상기 단말과 접속의 설정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접속이 설정되었으면 과정(450)에

서 상기 접속 설정 과정에서 상기 단말에게 부여된 접속 식별자를 이용하여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

송한다. 반면 접속이 설정되지 않았으면 과정(460)으로 진행한다.

과정(460)에서는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핸드오버 공용채널(HCCH)의 자원이 할당된다. 상기 핸드오버 공

용채널의 자원은 단말의 채널 상태, 전송할 사용자 데이터의 양, 우선순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에 의하여 할당될 수 있다.

과정(470)에서 새로운 기지국은 방송채널을 통해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상기 할당정보를 전송한다. 예를 들어 도 11

에 도시한 바와 같은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는 OFDM 통신 시스템이라면 상기 할당정보는 HCCH 지시비트와 HCCH 자원

정보가 된다.

과정(480)에서 새로운 기지국은 상기 생성한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할당된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새로운 기지국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소정 단위의 패킷들로 분할한 후 각 패킷

의 앞부분마다 상기 임시 식별자를 부착하여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새로운 기지국은 단말의 트래픽 유형에 따라, 빠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핸드

오버 공용채널을 사용한다. 만일 음성 등과 같이 순방향과 역방향 링크가 모두 필요한 트래픽이거나, FTP(File Transfer

Protocol) 등과 같이 지연에 민감하지 않은 트래픽인 경우, 핸드오버 공용채널은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핸드오버 공용채

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지국은 임시 식별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 동작을 수행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6을 참조하면, 과정(510)에서 단말은 이전 기지국과 통화중이다. 과정(520)에서 단말 자신은 핸드오버를 검출하

거나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지시를 수신한다. 여기서 단말은 핸드오버 초기화 메시지 또는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

를 이용하여 핸드오버할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NBS_ID)를 얻는다. 과정(530)에서는 이전 기지국의 식별자인 OBS_ID

와 단말 자신의 MS_LOCAL_ID를 이용하여 임시 식별자(MS_TEMP_ID)가 생성된다.

단말은 과정(540)에서 새로운 기지국과 트래픽 접속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접속이 설정되었으면 과정(560)으

로 진행하여 상기 접속 설정 과정에서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접속 식별자를 이용하여 트래픽 채널을 통해 사용

자 데이터를 수신한다. 반면 접속이 설정되지 않았으면 과정(550)으로 진행한다.

단말은 과정(550)에서 방송 채널을 통해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할당정보를 수신하고, 과정(560)에서 상기 할당정보에 따라

핸드오버 공용채널이 할당되었는지, 즉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자신에게로 수신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

일 할당되었으면 과정(570)에서 상기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한다.

예를 들어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는 OFDM 통신 시스템이라면, 단말은 먼저 OFDM 프레임을 수

신하고 첫 번째 시간슬롯의 특정 부반송파 영역에서 HCCH 지시정보를 확인한다. 상기 HCCH 지시정보가 '1'이면, 단말은

첫 번째 시간슬롯의 다른 특정 부반송파 영역에서 HCCH 자원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상기 HCCH 자원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OFDM 프레임의 데이터를 읽어내어, 상기 데이터에 포함된 단말 식별자가 자신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일치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처리한다.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단말은 자신의 트래픽 유형에 따라 빠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방송채널을 모

니터링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할당정보를 수신한다. 이러한 경우 단말은 임시 식별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빠른 순방향링크 서비스가 요구되는 동영상 및 텔레비전 서비

스 등에 유리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지국은 단말의 트래픽 유형을 판단하여 만일 동영상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인 경우에만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할당하고, 단말 또한 자신의 트래픽 유형이 동영상 또는 텔레비전 서비스인 경우에만 핸드오버 공용

채널이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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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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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말이 새로운 기지국으로 액세스를 시도하여 자원을 할당받기 전까지의 지연 동안

에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핸드오버 공용채널은 긴급한 트래픽의 사용자가 새로운 기

지국으로 하드핸드오버 할 때, 미리 순방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러한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무선 환경의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급증하는 경우, 핸드오버 사용자들이 새로운 액세스를 시도하면서 지연이 크게 발생할 경우, 핸드

오버 공용채널의 사용은 사용자의 서비스 지연 시간 및 패킷 드롭률을 낮추어 서비스 QoS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으로의 하드 핸드오버시 상기 새로운 기지국이 하드 핸드오버

하는 단말에게 빠른 순방향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의 식별을 위한 임시 식별자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과 트래픽 접속을 설정하기 이전에 상기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사용자 정보는,

상기 이전 기지국의 식별자와 상기 단말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식별자는,

상기 이전 기지국의 식별자에 상기 단말의 식별자를 붙여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식별자는,

상기 이전 기지국과 상기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들간의 차이값에 상기 단말의 식별자를 붙여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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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할당 정보를 방송채널을 통해 전송한 후, 상

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상기 임시 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정보는,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지시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정보는,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지시비트와,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자원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정보는,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 사용자 데이터의 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과 트래픽 접속을 설정한 이후에 상기 단말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발생하면, 트래픽 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지국으로의 하드 핸드오버시 하드 핸드오버하는 단말이 빠른 순방

향링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전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이전 기지국의 식별자와 자신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새로운 기지국으로부터의 빠른 순방향 링크 서비스를 위한

임시 식별자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새로운 기지국과 트래픽 접속을 설정하기 전까지 상기 임시 식별자를 이용하여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사용자 데

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식별자는,

상기 이전 기지국의 식별자에 상기 단말의 식별자를 붙여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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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식별자는,

상기 이전 기지국과 상기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들간의 차이값에 상기 단말의 식별자를 붙여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은,

방송채널을 통해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할당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상기 임시 식별자를

포함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정보는,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지시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정보는,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이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는 지시비트와,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의 자원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정보는,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을 통해 전송 가능한 사용자 데이터의 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이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스템인 경우, 상기 새로운 기지국의 식별자에 의

해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에 할당된 부반송파들을 판단하고 상기 자원정보에 의해 상기 핸드오버 공용채널에 할당된 시

간슬롯들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기지국과 트래픽 접속을 설정하면 트래픽 채널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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