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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 RNC)로부터 무선링크 설정(Active set update) 메세지가 수

신되면 무선링크의 설정을 백업한 후 무선링크 설정 메시지를 처리하여 단말의 무선링크 설정을 변경한다. 일단 무선

링크 설정이 변경되면 본 발명은 타이머를 구동하고 RNC로 무선링크 설정 완료(Active set update complete) 메시

지를 전송하는데, 만약 RNC로부터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응답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상기 변경된 무선링크 설정

을 백업된 무선링크의 설정으로 복귀시킨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UMTS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도 1에서 셀의 측정량((measurement quantity)을 측정하여 핸드오버를 결정하기 위한 개략도.

도 3는 종래 UMTS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메시지 흐름도.

도 5는 도 4의 메시지흐름에 따른 핸드오버 처리방법의 상세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RRC(Radio Resource Control) 20 : RLC(Radio Link Control)

100 : RNC(radio netwok controller) 200-1∼200-n : 노드 B

300 : 핵심망(core network : CN)

400 : 단말(User Equipment : 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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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시스템

에서 비정상적인 핸드오버종료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접속 기술과 셀룰러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 또는 다른 타입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통

신은 광범위한 업무 및 비업무적 응용으로 정보화 사회의 기간망(backbone)을 제공한다. 이후, 이러한 기법을 간단히

'이동통신'이라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 DCS(Digital Cellular System), PCS(Personal communica

tion service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및 IMT-2000등의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때, 상기 각 타입의 시스템들은 다중 억세스 방법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및 FDMA(Frequency Division Access)와 같은 무선 인터페이스(air Interface) 표준을 사용한다.

이동통신 시스템 및 표준은 제1세대 아날로그형 시스템, 제2세대 디지털 형 시스템(2G) 및 제3세대 업그레이드된 디

지털형 시스템(3G)으로 분류된다. 이때, 제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2가지 표준으로는 TDMA를 무선 인

터페이스(air Interface) 기술로 사용하는 GSM시스템과 CDMA기술을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로 사용 하는 CDMA시

스템이 있다.

또한, 제3세대 이동통신 표준은 IMT-2000 또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로 알려지

고 있다. 상기 표준은 2개의 표준 제정 단체(body), 즉 3GPP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및 3 GPP2(T

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Two)에 의해 규정되며, 이 표준에는 이미 표준화된 제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의 다양한 개량을 반영하고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UMTS시스템의 개략도이다. .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일반적인 UMTS시스템은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 RNC)(100)와, 상기 

RNC(100)에 의해서 관리되는 복수의 Node B(기지국)(200-1∼200-n)와, 핵심망(Core Network : CN)(300)으로 

구성된다.

RNC(100)는 무선자원을 할당하고 관리하며, CN(300)에 접속되어 GSM망과의 회선교환 통신과 GPRS(General Pac

ket Radio Service)망과의 패킷교환통신을 수행한다.

Node B(200-1∼200-n)는 단말(UE : User Equipment)(400)의 물리계층에서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며, 데이터를 

단말(400)로 송신하는 단말(400)의 접속점(Access Point)역할을 담당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UMTS시스템에서 핸드오버동작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서비스 영역은 다수의 셀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단말(400)은 셀간 중첩지역을 지나면서 하나 이상의 호를 설정하여 통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핸드오버가 발

생한다.

RNC(100)는 무선자원제어(Radio Resource Control : RRC) 메세지를 이용하여 핸 드오버 결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들, 예를들면 보고범위(reporting range),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타임 트리거(time trigger)등을 단말(400)로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RRC메시지를 수신한 단말(400)은 통화중인 셀과 측정한 셀의 측정량(measurement quantity)을 측정

한 다음 상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핸드오버를 결정한다.

즉,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단말(400)은 측정하는 셀과 통화중인 셀중에서 가장 우수한 셀의 측정량 차이가 보고범

위 -히스테리시스보다 작으면 셀을 추가하고(이벤트 A : cell 2 추가), 측정하는 셀과 통화중인 셀중에서 가장 나쁜 

셀의 측정량차이가 히스테리시스보다 크면 셀을 대체한다(이벤트 C : cell 1을 cell 3로 대체). 또한, 측정하는 셀과 

통화중인 셀중에서 가장 우수한 셀의 측정량차이가 보고범위 + 히스테리시스보다 크면 셀을 제거한다(이벤트 B : ce

ll 3 제거).

따라서,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단말(400)의 RRC계층(이하 RRC로 칭함)(10)은 물리계층에서 측정된 측정량을 분

석하여 해당 측정량이 핸드오버를 위한 상기 이벤트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한다.

체크결과 상기와 같은 이벤트 조건을 만족하면, 단말(400)의 RRC(10)는 무선링크제어(Radio Link Control : RLC)

계층(이하 RLC로 칭함)(20)으로 측정보고(Measurement Report)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하고, 상기 측정보고 메시지

의 전송을 요청받은 RLC(20)는 응답모드(Acknowledge Mode : AM)방식을 이용하여 측정보고 메시지를 RNC(100)

로 전송한다.

측정보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RNC(100)는 측정보고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 였다는 응답신호(RLC_ACK)를 RL

C(20)로 전송한 후 측정보고 메시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정상적으로 핸드오버를 위한 조건이 수용되었다고 판단되

면, RNC(100)는 단말(400)의 RLC(20)로 일종의 핸드오버 승인메세지인 무선링크 설정(Active Set Update) 메세지

를 전송하여 핸드오버처리를 개시한다.

RRC(10)는 RLC(20)를 통하여 입력된 무선링크 설정 메세지를 처리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는데, 핸드오버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400)의 무선링크(RL) 설정이 조정(추가 또는 삭제)되면, RRC(10)는 RLC(20)로 무선링크 설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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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Active Set Update complete)메세지의 AM방식 전송을 요청한다.

따라서, RLC(20)는 RRC(10)의 요청에 따라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를 RNC(100)로 전송한 후 일정 시간동안 RN

C(100)로부터 RLC_ACK가 수신되기를 기다린다.

한편, RNC(100)는 RLC(20)에서 전송된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에 따라 핸드오버의 추가적인 설정을 수행하여 

핸드오버절차를 종료한 다음 RLC(20)로 응답신호(RLC_ACK)를 전송한다.

그런데, 만약, 일정 시간내에 RNC(100)로부터 RLC_ACK가 수신되지 않으면 RLC(20)는 정해진 횟수만큼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를 RNC(100)로 재 전송함으로써 RLC_ACK를 수신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

이후, RNC(100)로부터 RLC_ACK가 전송되면 RLC(20)는 요청받은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가 정상적으로 RNC(

100)로 전달되었다는 확인신호를 RRC(10)로 전달함으로써 RRC(10)는 핸드오버절차를 정상적으로 종료한다. 그런

데, 종래의 핸드 오버방법은 다운링크 채널에 이상이 발생되어 계속 RNC로부터 RLC_ACK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RL

C는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가 정상적으로 RNC로 전달되었다는 확인신호를 RRC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

과, RRC는 핸드오버절차를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없게 되어 통화중에 호가 끊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핸드오버에서 무선링크 설정처리에 적당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말에서 발생되는 핸드오버절차의 비정상적 종료를 처리할 수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

오버 처리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은 무선망 제어기(RNC)로

무선링크의 설정을 요청하는 과정과; 무선링크의 설정이 승인되면, 현재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한 다음 무선링크의 설

정을 변경하는 과정과; RNC로 무선링크 설정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 체크하는 과정

과; 소정 시간동안 RNC로부터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된 이전의 무선링크의 설정으로 복

귀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은 핸드오버를 개시하는 

과정과; 핸드오버가 개시되면 무선망 제어기(RNC)로 무선링크의 설정을 요청하는 과정과; 무선링크의 설정이 승인되

면 단말의 현재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한 후 무선링크의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과; 제1타이머를 구동하는 과정과; RNC

로 무선링크 설정완료 메시지를 전송하고, 응답신호를 기다리는 과정과; 제1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응답신호가 수신

되지 않으면, 변경된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된 무선링크 설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과; 핸드오버를 종료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은 무선망 제어기(RNC)로

무선링크 설정을 요청하는 과정과;무선링크의 설정이 승인되면 단말의 현재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하는 과정과; 무선

링크의 설정을 변경하고, 제1타이머를 구동하는 과정과; RNC로 무선링크 설정완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2타이머를

구동하는 과정과; RNC로부터 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 체크하는 과정과; 제2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RNC로부터 응

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를 재 전송하는 과정과; 제1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변경된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된 이전의 무선링크의 설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타이머의 구동시간은 제2타이머의 구동시간 및 재전송시간의 합과 같거나 크게 설정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은 도 1에 도시된 일반적인 UMTS시스템을 준용한다.

본 발명은 RRC에 타이머를 구비하여, 핸드오버시 단말(단말)의 비정상적인 핸드오버절차의 종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신호 흐름도이고, 도 5는 그에 대한 플

로우 차트이다.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단말(400)의 RRC(10)는 측정보고(Mea surement Report) 메시지를 RNC(100)로 

전송하고, RNC(100)로부터 무선링크 설정(Active Set Update)메세지를 수신한다(S10),(S11)

RLC(20)를 통하여 RNC(100)로부터 무선링크 설정 메세지가 수신되면, RRC(10)는 물리계층에서 현재의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한 다음 무선링크 설정 메시지에 따라 해당 무선링크 설정을 조정(변경)한다(추가 또는 삭제). 단말(400)

의 무선링크 설정이 완료되면 RRC(10)는 제1타이머를 구동시킨 다(S12).

이후, RRC(10)는 RLC(20)로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의 전송을 요청하고, RLC(20)는 요청된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를 AM방식을 사용하여 RNC(100)로 전송한 후 제2타이머를 구동시켜 소정 시간동안 RNC(100)로부터 RLC_

ACK가 입력되는지 체크한다(S13-S15). 이때, RNC(100)는 RLC(20)에서 전송된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에 따라

핸드오버의 추가적인 설정을 수행하여 핸드오버절차를 종료한 후 RLC(20)로 RLC_ACK를 전송한다.

만약, 제2타이머가 종료(expired)될 때까지 RNC(100)로부터 RLC_ACK가 수신되지 않으면, RLC(20)는 정해진 횟

수만큼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를 RNC(100)로 재 전송하여 RLC_ACK를 수신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S16). 그

리고, 재전송 동작이 종료될 때까지 RLC_ACK가 수신되지 않으면 RLC(20)는 해당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를 폐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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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전송동작이 종료될 때까지 RNC(100)로부터 RLC_ACK를 수신하지 못하면 RLC(20)는 무선링크 설정 완

료 메세지가 정상적으로 RNC(100)로 전달되었다는 확인신호를 RRC(10)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RRC(10)는 과정(S12)에서 물리링크의 설정을 변경한 다음 제1타이머를 구동하고, 제1타이머의 구동시간동

안 RLC(20)로부터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가 정상적으로 RNC(100)로 전달되었다는 확인신호가 입력되는지 체

크한다(S17). 이때, 제1타이머의 동작시간은 제2타이머의 동작시간 및 재전송시간의 합과 같거나 크게 설정된다.

만약, 제1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RLC(20)로부터 확인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RRC(10)는 무선링크 설정 메세지에 

의해 변경된 무선링크의 설정을 이전에 백업받은 무선링크의 설정으로 환원시킨 다음 핸드오버 절차를 종료한다(S18

-S20). 반면에, 제1,제2타이머의 구동시간 또는 재전송중에 RLC_ACK각 수신되면 RRC(10)는 곧 바로 핸드오버 절

차를 종료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확인신호의 입력을 체크하여 무선링크 설정의 복귀동작을 제어하였지만, 상기 확인신호는 RLC_A

CK의 수신에 근거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단말(400)에서 직접 제1타이머의 구동시간동안 RLC_ACK가 입력되는지 체

크하여 상기 복귀동작을 제어할 수 도 있다.

이후, 상기 동작을 도 6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RRC(10)와 RLC(20)는 단말에 포함된 계층이기 때문에 RRC(10)와 RLC(20)의 각 동작을 단말(400)의 동작으

로서 기술한다.

핸드오버 절차가 개시되면(S1), 단말(400)은 RNC(100)에서 전송된 메세지를 이용하여 핸드오버를 결정한 다음 측정

보고 메시지를 RNC(100)로 전송하여 무선링크의 설정을 요청한다(S2).

RNC(100)는 단말(400)에서 전송된 측정보고 메시지를 분석하여, 핸드오버 승인 메시지인 무선링크 설정 메세지를 

단말(400)로 전송한다.

무선링크 설정 메시지가 수신되면 단말(400)은 현재 물리계층의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한 후 수신된 무선링크 설정 

메시지에 따라 무선링크 설정을 변경한다(S3).

무선링크 설정이 변경되면 단말(400)은 무선링크의 조정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를 RN

C(100)로 전송하고(S4), 소정 시간동안 RNC(100)로부터 상기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세지에 대한 응답신호(RLC_AC

K)의 입력을 체크한다(S5).

체크결과,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단말(400)은 상기 변경된 무선링크의 설정을 이전에 백업받은 무선링크의 설

정으로 환원시킨 다음 핸드오버 절차를 종료한다(S7). 반면에, 과정(S5)에서, RNC(100)로부터 응답신호가 입력되면 

단말(400)은 바로 핸드오버절차를 종료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UMTS시스템을 예로들어 설명하였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W-CDMA

규격의 시스템들에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동일한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무선링크 설정 완료메세지에 대한 확인신호가 입력되지 않아 핸드오버처리절차가 단말에

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 단달에서 상기 비정상적인 종료에 대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핸드오버의 비정

상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호의 끊김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선행된 실시예들은 단지 한 예로서 청구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대안, 수정 및 변경들

이 통상의 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명한 것이 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망 제어기(RNC)로 무선링크의 설정을 요청하는 과정과;

무선링크의 설정이 승인되면, 현재 단말의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한 다음 무선링크의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과;

RNC로 무선링크 설정완료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응답신호를 기다리는 과정과;

소정 시간동안 RNC로부터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된 이전의 무선링크의 설정으로 복귀

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귀과정은

제1시간동안 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 체크하는 과정과;

제1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시지를 소정 횟수 재 전송하는 과정과;

제2시간동안 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 체크하는 과정과;

제2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된 이전의 무선링크의 설정으로 복귀시

키는 과정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시간은

제1시간과 재전송시간의 합과 같거나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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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버 절차를 개시하는 과정과;

핸드오버 절차가 개시되면 무선망 제어기(RNC)로 무선링크의 설정을 요청하는 과정과;

무선링크의 설정이 승인되면 단말의 현재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한 후 무선링크의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과;

제1타이머를 구동하는 과정과;

RNC로 무선링크 설정완료 메시지를 전송하고, 응답신호를 기다리는 과정과;

제1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변경된 무선링크 설정을 백업된 무선링크 설정으로 복귀시

키는 과정과;

핸드오버 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타이머가 종료되기 전에 응답신호가 수신되면 바로 핸드오버를 종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는

단말의 무선자원 제어계층(RRC)에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소정 시간동안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시지를 재 전송하는 과정을 추가

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과정은

무선링크 설정완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2타이머를 구동하는 과정과;

제2타이머의 구동시간동안 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 체크하는 과정과;

제2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무선링크 설정 완료 메시지를 재 전송하는 과정과;

제1타이머의 구동시간동안 응답신호가 수신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타이머는

단말의 무선링크 제어(RLC)계층에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처리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타이머의 구동시간은

제2타이머의 구동시간 및 재전송시간의 합과 같거나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핸드오버

처리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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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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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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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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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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