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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기지국(비티에스)간 다이버시티 장치 및 소프트

핸드오프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프레임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이버시티 기능 장치(DiverSity Function : 이하, "DVF"라 약칭함)를 구

현하고, 상기 DVF 장치와 기지국의 연결을 별도의 다이렉트 경로(Direct Path)를 통해서 연결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소

프트 핸드오프가 수행되도록 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다이버시티 장치 및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은, 각각의 기지국내에 구비되고, 다중 경로의 채널 선택 및 프레임

선택을 위한 다이버시티 기능(DVF)을 수행하는 DVF 장치와; 상기 각각의 기지국과 IP 코어망간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해주는 랜 게이트웨이를 구현하여, 효과적인 소프트 핸드오프가 수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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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각각의 기지국간의 데이터를 직접 경로를 통해 인터페이스 해주고, 상기 각각의 기지국간에 인터페이스

되는 데이터의 프레임을 선택해주어 다이버시티가 가능토록 해주는 복수개의 DVF 장치와; 상기 각각의 기지국과 IP 코어

망간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해주는 랜 게이트웨이를 구현하여, 효과적인 소프트 핸드오프가 수행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다이버시티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기지국들과 분리되게 위치하여, 상기 각각의 기지국간의 데이터를 직접 경로를 통해 인터페이스해주고, 상기 각각

의 기지국간에 인터페이스되는 데이터의 프레임을 선택해주어 다이버시티가 가능토록 해주는 복수개의 DVF장치와;

상기 각각의 기지국과 IP 코어망간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해주는 랜 게이트웨이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다이버시티 장치.

청구항 3.

이동국, 소스 기지국, DVF장치, 목표 기지국, PCF로 이루어진 IMT-2000 시스템의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이 보유한 Pilot Offset List 중 이웃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BTS의 Pilot의 세기가 T_ADD값을 초과하면 이동국은

PSMM_msg를 Source BTS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PSMM_msg를 분석하여 Target BTS로 Handoff Request message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Target BTS에 Forward Frames을 보내기 시작하며, Target BTS는 동기가 맞춰지면 바로

Forward Frames를 이동국에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Target BTS는 Source BTS로부터 첫 번째 Forward Frame을 받자마자 Idle Frame인 Reverse Frame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Target BTS는 Source BTS에 Cell Addition 성공 의미의 Handoff Request Ack message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Target BTS는 Link를 설정하고 Source BTS에게 Traffic Channel Status message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으로 추가하기 위한 Extended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이동국에 전

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은 소스 기지국으로 MS Ack Order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은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에 추가되었음을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통해 알려주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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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ource BTS는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BS Ack Order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

와;

상기 이동국은 Source BTS와 Target BTS에 Traffic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DVF 장치로 Traffic을 내부 연결을 통해서 전달하고 Target BTS는 Source BTS의 DVF 장치로

Direct Path를 통해서 Traffic을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의 DVF는 Error Check를 하여 양질의 Traffic을 선택하여 PCF에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4.

이동국, 소스 기지국, DVF장치, 목표 기지국, PCF로 이루어진 IMT-2000 시스템의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보유한 Pilot Offset List 중 이웃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Pilot의 세기가 T_ADD값을 초과하면 이동국은

PSMM_msg를 Source BTS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PSMM_msg를 분석하여 Pilot Offset값이 자신과 같은 RAN Gateway군에 있는지 분석하여, 같은 군

에 있으면 Target BTS로 Handoff Request message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Target BTS에 Forward Frames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Target BTS는 동기가 이루어진 후 Forward Frames를 이동국에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Target BTS는 Source BTS로부터 첫 번째 Forward Frame을 받자마자 Idle Frame인 Reverse Frame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Target BTS는 Source BTS에 Cell Addition 성공 의미의 Handoff Request Ack message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Target BTS는 Link를 설정하고 Source BTS에게 Traffic Channel Status message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으로 추가 하기 위한 Extended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이동국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은 소스 기지국으로 MS Ack Order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국은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에 추가되었음을 알리는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상기 Source BTS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DVF에 Source BTS와 Target BTS정보를 알리고 Frame Selection 요구를 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는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BS Ack Order를 이동국에 전송해주는 단계

와;

상기 이동국은 Source BTS와 Target BTS에 Traffic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ource BTS와 Target BTS는 Direct Path를 이용해서 DVF 장치로 Traffic을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DVF는 Error Check를 하여 양질의 Traffic을 선택하여 Direct Path를 통해서 Source BTS에 전달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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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Source BTS는 internet path를 통해서 PCF에 Traffic을 전달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프로토

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다이버시티(Diversity) 및 소프트 핸드

오프(Soft Hand-off)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프레임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이버시티 기능 장치(DiverSity

Function : 이하, "DVF"라 약칭함)를 구현하고, 상기 DVF 장치와 기지국의 연결을 별도의 다이렉트 경로(Direct Path)를

통해서 연결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소프트 핸드오프가 수행되도록 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다이버시티 장치 및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첨부한 도면 도 1은 종래의 IMT-2000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인 도면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11 및 12는 이동하면서 통화가 가능한 이동국(MS)을 나타내고, 참조부호 20은 상기 이동국들(11)(12)

과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기지국(BTS)을 나타내고, 참조부호 30은 상기 기지국(BTS)(20)과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제어국(BSC)(30)을 나타내며, 참조부호 40은 이동통신 교환기(MSC)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50

은 상기 이동통신 교환기(40)를 포함하여 코어망을 구현하는 IMT-2000 코어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종래의 IMT-2000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이동국들(11)(12)은 기지국(20)과 호를 접속하고, 접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기 기지국(20)을 통해 서비스

를 받는다. 기지국(20)은 제어국(30)의 제어에 따라 상기 이동국들(11)(12)에 해당 채널을 할당해주고, 제어국(30)은 이동

통신 교환기(40)와 연결되어 상기 기지국(20)을 제어하면서 핸드오프 등에 대한 제어를 수행한다. 이동통신 교환기(40)는

코어망(50)과 접속하여 호를 스위칭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종래의 IMT-2000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란 기능이 있다.

여기서 다이버시티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프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

어오는 시그널을 조합(combine)하거나 프레임(frame)을 선택(selection)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시그널을 조합하는

기능은 기지국에서 수행하고, 프레임을 선택하는 기능은 제어국에서 수행한다.

한편, 근래 국제 표준화 회의의 양대 산맥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s)와 3GPP2에서 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시스템의 망 전체를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망으로 하는 All IP

망 이슈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2000년도 규격에는 All IP망 구현을 위한 규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All IP

망은 기존의 IMT-2000 시스템 망 구성(도 1 참조)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첨부한 도면 도 2는 3GPP2 All IP Adhoc에 기고된 All IP 네트워크 기준 모델 구조도이다.

여기서 참조부호 61 ~ 63은 이동국들과 무선으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기지국이다. 참조부호 71은 홈 위치 등록기

(HLR), AC 등과 같이 특정 사용자 및 단말에 specific한 정보의 관리, 인터넷 specific한 인증 알고리즘 및 위치 정보 등이

저장되는 홈 가입자 서브시스템(Home Subscriber Subsystem : HSS)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72는 호 처리 담당을 하는

피쳐 서버(Feature Server)를 나타내고, 참조부호 73은 호 처리 제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호 제어 기능(Call Control

Function)부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74는 2G망과의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로밍 게이트웨이(Roaming G/W)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75는 인터넷망(IMT-2000용 망이 아닌)과의 연결을 위한 패킷 게이트웨이(Packet G/W)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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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조부호 76은 PSTN 교환망과의 연결을 위한 서킷 게이트웨이(Circuit G/W)를 나타내며, 77은 Legacy System을

나타내고, 78은 PSTN망을 나타내며, 79는 인터넷망을 나타낸다.

여기서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망간의 연결에 사용되기 위한 이중 프로토콜 스택이 지원되

며, 어드레스 매핑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단지 어느 망에 연동되는 것만이 차이점이 있다.

도 2에서 보듯이 BSC(Base Station Controller)가 사라지고 BTS(Base Transceiver System) 자체가 IP 망에 직접 붙는,

즉 BTS가 IP 노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직 All IP 망의 참조 모델이 확정되지는 않았

으나 적어도 3GPP2에서는 BTS가 IP 노드가 되는 구성이 채택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으로 IMT-2000 시스템이 구현되는 경우, 종래 제어국에서 수행하는 다이버시티 기능을 기지국 또는

코어망에서 구현해주어야 하는데, 주지한 도 2와 같이 표준화 예정으로 구현된 IMT-2000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세계 통신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3GPP 및 3GPP2에서 최근 최대 이슈로 등장한, IMT-2000 System의 망을 Packet

Data Transfer를 기본으로 하는 All IP를 이용하자는 제안은 1999년말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3GPP2의 경우에는 1999년

12월과 2000년 1월의 2차례의 Adhoc 회의를 통해서 All IP 망의 참조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발표되었던 기고문들의 참조 모델을 살펴보면 기존의 BSC의 기능을 BTS와 코아망에 분산시킴으로써, BSC 장

치 자체는 없어지고 결국 BTS가 IP 노드가 되는 형상(도 2 참조)이 대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BSC의 기능을 BTS와 코어망에 분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선결해야 한

다.

BTS간의 Soft Handoff시에 단말기로부터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다이버시티 기능을 통해서 품질이 향상되게 된다.

즉, 다중 경로를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combine 또는 프레임 선택의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프레임 선택 기능은 기존에 BSC에 위치하고 있는 기능이므로 이를 BTS 또는 코어망으로 넘

겨야 하는데, 코어망에서 프레임 선택을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BTS에 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BTS간의 빈번한

데이터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 즉 적합한 장치의 위치 선택이 필요하다.

프레임 선택을 하는 기능 장치의 위치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의 또 하나는 아직까지 Internet 망에서는 서비

스 품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프레임 선택 기능의 경우에 기능이 구현된

장치와 BTS간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기지국이 IP 노드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레임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이버시티 기능 장치를 구현하고, 상기 DVF 장치와 기지국의 연

결을 별도의 다이렉트 경로(Direct Path)를 통해서 연결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소프트 핸드오프가 수행되도록 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다이버시티 장치 및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우선 프레임 선택을 하는 기능 장치를 BTS와 독립적인 장치(DVF)로 구분하고 이 장치와 BTS와의 연결을 기존의

internet 경로가 아닌 별도의 direct path를 통해서 연결한다. 여기서 Direct path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internet이

충분히 실시간 특성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특징인 프레임 선택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이다. 물론, 추후에 internet이 충분히 실시간 처리 보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Direct path를 internet으로 대치 가

능하다.

DVF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각 BTS마다 DVF 장치를 두는 방법이 있고, 몇 개의 BTS 단위로 DVF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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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이하 상기와 같은 기술적 사상에 따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한 도면 도 3은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간 다이버시티 장치의 일 실시예 구성을 보

인 도면이다.

참조부호 101 ~ 103은 이동국들과 무선으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기지국이며, 각각의 기지국에는 다이버시티 기능

을 수행하는 DVF(101a)(102a)(103a)가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각각의 기지국들(101 ~ 103)은 내부적으로 구비되는 DVF에서 각각 다수개의 채널 신호를 조합하거

나, 프레임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조부호 200은 RAN망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RAN 게이트웨이를 나타낸다.

그 이외의 각 블록의 기능은 첨부한 도면 도 2의 동일 부호에 해당하는 블록들과 기능 및 작용이 동일하며, 이를 간략히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부호 72는 호 처리 담당을 하는 피쳐 서버(Feature Server)를 나타내고, 참조부호 73은 호 처리 제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호 제어 기능(Call Control Function)부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74는 2G망과의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로밍 게이

트웨이(Roaming G/W)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75는 인터넷망(IMT-2000용 망이 아닌)과의 연결을 위한 패킷 게이트웨이

(Packet G/W)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6은 PSTN 교환망과의 연결을 위한 서킷 게이트웨이(Circuit G/W)를 나타내며, 77은 Legacy System을

나타내고, 78은 PSTN망을 나타내며, 79는 인터넷망을 나타낸다.

첨부한 도면 도 4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간 다이버시티 장치의 일 실시예 구성을 보

인 도면이다.

참조부호 301 ~ 306은 이동국들과 무선으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기지국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지국들은 각각 다수

개의 채널 신호를 조합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참조부호 401 ~ 402는 다이버시티 기능을 수행하는 DVF를 나타내며, 도 4는 도 3과는 달리 DVF(401)(402)가 기지국들

과 별개의 장치로 구현되어 독립적으로 다이버시티 기능을 수행한다. 즉, 종래의 제어국에서 수행하는 프레임 선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참조부호 501 및 502는 도 3의 RAN 게이트웨이(200)와 동일하게, RAN망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RAN 게이트웨이를

나타낸다.

그 이외의 각 블록의 기능은 첨부한 도면 도 2의 동일 부호에 해당하는 블록들과 기능 및 작용이 동일하며, 이를 간략히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부호 72는 호 처리 담당을 하는 피쳐 서버(Feature Server)를 나타내고, 참조부호 73은 호 처리 제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호 제어 기능(Call Control Function)부를 나타낸다. 참조부호 74는 2G망과의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로밍 게이

트웨이(Roaming G/W)를 나타내며, 참조부호 75는 인터넷망(IMT-2000용 망이 아닌)과의 연결을 위한 패킷 게이트웨이

(Packet G/W)를 나타낸다.

또한, 참조부호 76은 PSTN 교환망과의 연결을 위한 서킷 게이트웨이(Circuit G/W)를 나타내며, 77은 Legacy System을

나타내고, 78은 PSTN망을 나타내며, 79는 인터넷망을 나타낸다.

첨부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IP 기반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인 절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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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이동국(MS: Mobile Station)과 RAN 장치들간의 Soft Handoff 시기의 트래픽 전송 절차를 보인 것이다.

단계 S1에서는 이동국이 보유한 Pilot Offset List 중 이웃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BTS의 Pilot의 세기가 T_ADD값을 초과

하면 이동국은 PSMM_msg를 Source BTS에 보낸다.

단계 S2에서는 Source BTS는 PSMM_msg를 분석하여 Target BTS로 Handoff Request message를 보낸다.

단계 S3에서는 Source BTS는 Target BTS에 Forward Frames을 보내기 시작하며, 단계 S4에서 Target BTS는 동기가

맞춰지면 바로 Forward Frames를 이동국에 전달한다.

단계 S5에서 Target BTS는 Source BTS로부터 첫 번째 Forward Frame을 받자마자 Idle Frame인 Reverse Frame을

보낸다. Reverse Frame에는 동기를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 조절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단계 S6에서 Target BTS는 Source BTS에 Cell Addition 성공 의미의 Handoff Request Ack message를 보낸다.

단계 S7에서 Target BTS는 Link를 설정하고 Source BTS에게 Traffic Channel Status message를 보낸다.

단계 S8에서 Source BTS는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으로 추가하기 위한 Extended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이

동국에 보낸다.

단계 S9에서 이동국은 소스 기지국으로 MS Ack Order를 전송하고, 단계 S10에서 이동국은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에

추가되었음을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보냄으로써 알린다.

단계 S11에서 Source BTS는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받았다는 것을 BS Ack Order를 이동국에 보냄으로써 알

린다.

단계 S12에서 이동국은 Source BTS와 Target BTS에 Traffic을 보낸다.

단계 S13, S14, S15에서 Source BTS는 DVF 장치로 Traffic을 내부 연결을 통해서 전달하고 Target BTS는 Source

BTS의 DVF 장치로 Direct Path를 통해서Traffic을 전달한다.

단계 S16에서 Source BTS의 DVF는 Error Check를 하여 양질의 Traffic을 선택하여 PCF에 전송한다.

첨부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흐름도이다.

이 경우는 이동국(MS: Mobile Station)과 RAN 장치들간의 Soft Handoff 순간의 트래픽 전송 절차를 보인 것이다.

단계 S21에서 이동국이 보유한 Pilot Offset List 중 이웃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Pilot의 세기가 T_ADD값을 초과하면 이동

국은 PSMM_msg를 Source BTS에 보낸다.

단계 S22에서 Source BTS는 PSMM_msg를 분석하여 Pilot Offset값이 자신과 같은 RAN Gateway군에 있는지 분석하

여, 같은 군에 있으면 Target BTS로 Handoff Request message를 보낸다.

단계 S23에서 Source BTS는 Target BTS에 Forward Frames을 보내기 시작한다.

단계 S24에서 Target BTS는 동기가 맺어지자마자 Forward Frames를 이동국에 전달한다.

단계 S25에서 Target BTS는 Source BTS로부터 첫 번째 Forward Frame을 받자마자 Idle Frame인 Reverse Frame을

보낸다. Reverse Frame에는 동기를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 조절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단계 S26에서 Target BTS는 Source BTS에 Cell Addition 성공 의미의 Handoff Request Ack message를 보낸다.

단계 S27에서 Target BTS는 Link를 설정하고 Source BTS에게 Traffic Channel Status message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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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28에서 Source BTS는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으로 추가 하기 위한 Extended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이

동국에 보낸다.

단계 S29에서 이동국은 소스 기지국으로 MS Ack Order를 보내고, 단계 S30에서 이동국은 새로운 Cell을 Active Set에

추가되었음을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보냄으로써 알린다.

단계 S31에서 Source BTS는 DVF에 Source BTS와 Target BTS정보를 알리고 Frame Selection 요구를 한다.

단계 S32에서 Source BTS는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받았다는 것을 BS Ack Order를 이동국에 보냄으로써 알

린다.

단계 S33에서 이동국은 Source BTS와 Target BTS에 Traffic을 보낸다.

단계 S34에서 Source BTS와 Target BTS는 Direct Path를 이용해서 DVF 장치로 Traffic을 전달한다.

단계 S35, S36에서 DVF는 Error Check를 하여 양질의 Traffic을 선택하여 Direct Path를 통해서 Source BTS에 전달한

다.

단계 S37에서 Source BTS는 internet path를 통해서 PCF에 Traffic을 전달함으로써, 소프트 핸드오프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본 발명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BTS)간 다이버시티 장치 및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에 따르면, All IP 기반의 IMT-2000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RAN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성의 제공

이 가능하므로, All IP 망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ll IP 망 중에서 RAN 분야의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

또한, DVF 장치와 기지국의 연결을 별도의 다이렉트 경로(Direct Path)를 통해서 연결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소프트 핸

드오프의 수행이 가능토록 도모해주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IMT-2000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인 도면이고,

도 2는 3GPP2 All IP Adhoc에 기고된 All IP 네트워크 기준 모델 구조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간 다이버시티 장치의 일 실시예 구성을

보인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간 다이버시티 장치의 다른 실시예의 구

성을 보인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의 일 실시예를 보인 절차

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보인 절

차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103, 301 ~ 306 :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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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a, 102a, 103a, 401 ~ 402 : 다이버시티 기능 수행부

200, 501, 502 : 랜 게이트웨이

602 : 소스 기지국

603 : 소스 DVF

604 : 목표 기지국

605 : PCF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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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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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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