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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CSM 에이직별로 통화권역을 나눈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트래
픽 채널 요소를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국의 호 설정 요구에 따라 CE에서 RTD값을 측정하여 TSB로 보고하는 경우, RTD값이 RTD 임계값
보다 크면 이동국이 확장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여 확장 CE를 할당하고, RTD값이 RTD 임계값보다 작으면 이동국이 기
본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 CE를 할당하도록 하며, 이때 기본 채널 할당에 따른 기본 호 처리 수행중 RTD값이 확
장_에드(EXTEND_ADD)값보다 크면 확장 채널을 추가 할당한 후 스왑_투_확장(SWAP_TO_EXTEND)값보다 크면 
기본 채널을 비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확장 채널을 활성화시킨 다음 기본_드롭(NORMAL_DROP)값보다 크면 비활성화
된 기본 채널 할당을 해제하여 확장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확장 채널 할당에 따른 확장 호 처리 수행중 RTD값이 
기본_에드(NORMAL_ADD)값보다 작으면 기본 채널을 추가 할당한 후 스왑_투_기본(SWAP_TO_NORMAL)값보다 
작으면 확장 채널을 비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기본 채널을 활성화시킨 다음 확장_드롭(EXTEND_DROP)값보다 작으면 
비활성화된 확장 채널 할당을 해제하여 기본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며, 불필요한 채널 할당을 최소화
하고 CE의 점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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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을 보인 동작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기본 영역과 확장 영역에서의 채널 할당시 호 처리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영역 에드시 호 처리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영역 드롭시 호 처리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영역 스왑시 호 처리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이동국 2 : 기지국

3 : 제어국 4 : 교환국

5 : CE 6 : BCP

7 : TSB 8 : CCP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셀룰라 시스템(Digital Cellular System ; 이하, 'DCS'라 칭함) 또는 개인 휴대통신 시스템(Perso
nal Communication System ; 이하, 'PCS'라 칭함) 등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적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셀 사이트 모뎀(Cell Site Modem ; 이하, 'CSM'라 칭함) 에이직(ASIC)별로 통화권역을 
나눈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트래픽 채널 요소(Traffic Channel Element)를 동적(Dynamic)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CS 또는 PCS 등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1)과, 이 이동국(1)과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고 이를 제어하는 기지국(2)과, 이 기지국(2)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이를 제어하는 제어국(3) 및 
교환국(4)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타이밍 동기를 맞추는데, 
모든 이동 단말기들은 이 기준 클럭에 따라 신호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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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생된 신호는 이동 거리에 따른 지연에 의해 위상 지연(Phase Delay)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수신단에서 신
호를 복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상 트래킹(Phase Tracking)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기지국(2)내 채널카드에 실장되어 채널 요소(Channel Element ; 이하, 'CE'라 칭함)(5)로 사용되는 C
SM 에이직은 위상 트래킹 가능 범위가 512PN 칩(1PN 칩=813nsec)으로, 이를 전파가 이동한 거리로 계산하면 125
Km이다.

상기 거리는 기지국(2)과 이동국(1) 사이의 왕복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하드웨어(Hardware) 및 소프트웨어
(Software)적인 처리 지연이 없다면 통화 가능 권역은 기지국(2)에서 반경 62.5Km가 된다.

상기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통화 권역은 CSM 에이직의 한계에 의해 반경 60Km 이내로 제한되며, 보통 도심
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 반경 7Km이내의 셀 영역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해안이나 섬 지역과 같이 기지국을 설치하기 힘들거나 지역이 넓고 가입자 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에 서비스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종래에는 상기 CSM 에이직의 재설계없이 간단한 하드웨어 수정과 소프트웨어 제어에 의해 CSM 에이직 2개를 
한 쌍으로 사용하여 통화권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즉, 60Km 이내의 기본 영역(Normal Region)을 담당하는 CSM 에이직에서는 0∼512PN 칩까지 위상 트래킹이 가능
하도록 하고, 60∼120Km의 확장된 확장 영역(Extend Region)을 담당하는 CSM 에이직에서는 512PN 칩만큼 지연
된 기준 클럭을 제공받음으로써 512∼1024PN 칩까지 위상 트래킹이 가능하도록 하여 통화권역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
이다.

상기와 같이 종래에는 CSM 에이직별로 통화권역을 기본 영역과 확장 영역으로 나누어 전체 통화권역을 확장하게 되는
데, 이때 이동 단말기가 기본 영역에서 확장 영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확장 영역에서 기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권
역간 원활한 호 처리를 위해 2개의 CSM 에이직 모두가 위상 트래킹할 수 있는 공통 영역(Common Region), 즉 핸드
오프 영역(Handoff Region)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통화권역을 기본 영역, 핸드오프 영역, 확장 영역으로 나누고, 전파 왕복 지연(Round Trip Dela
y ; 이하, 'RTD'라 칭함)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가 기본 영역에서 확장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확장 호 에드 포
인트(Extend Call Add Point), 기본 호/확장 호 교환 포인트(Normal Call to Extend Call Swap Point), 기본 호 드
롭 포인트(Normal Call Drop Point)를 설정하고, 반대로 이동 단말기가 확장 영역에서 기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에는 기본 호 에드 포인트(Normal Call Add Point), 확장 호/기본 호 교환 포인트(Extend Call to Normal Call Sw
ap Point), 확장 호 드롭 포인트(Extend Call Drop Point)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핸드오프 영역의 엑세스 채널(Access Channel)은 RTD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값 이하이면 기본 영역에
서의 엑세스 채널로 처리하고, 그 값 이상이면 확장 영역에서의 엑세스 채널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종래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 상기와 같은 호처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2개 CS
M, 즉 CE를 한 쌍으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호 처리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본 영역 및 
확장 영역에서의 기본 호 처리 및 확장 호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CE가 1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쌍으로 고정되
어 있는 나머지 1개의 CE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채널 할당이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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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SM 에이직별로 통화권역을 기본 영역과 핸드오프 영역 및 확장 영역으로 나누는 경우 트래픽 CE를 기본 CE와 
확장 CE의 한 쌍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각 영역에서의 호 설정(Call Set Up)시 필요한 CE 타입(Type)을 결정하여 채
널 할당을 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채널 할당을 최소화하고 CE의 점유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시
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은, 이동국
의 호 설정 요구 및 페이지 응답에 따라 기지국내 CE에서 RTD값을 측정하여 제어국내 TSB로 보고하면, TSB에서 상
기 RTD값이 RTD 임계값보다 크면 이동국이 확장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여 확장 CE를 할당하고, RTD값이 RT
D 임계값보다 작으면 이동국이 기본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 CE를 할당하도록 하며, 이때 기본 채널 할당
에 따른 기본 호 처리 수행중 RTD값이 확장_에드(EXTEND_ADD)값보다 크면 확장 채널을 추가 할당한 후 스왑_투_
확장(SWAP_TO_EXTEND)값보다 크면 기본 채널을 비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확장 채널을 활성화시킨 다음 기본_드롭
(NORMAL_DROP)값보다 크면 비활성화된 기본 채널 할당을 해제하여 확장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확장 채널 할
당에 따른 확장 호 처리 수행중 RTD값이 기본_에드(NORMAL_ADD)값보다 작으면 기본 채널을 추가 할당한 후 스왑
_투_기본(SWAP_TO_NORMAL)값보다 작으면 확장 채널을 비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기본 채널을 활성화시킨 다음 확
장_드롭(EXTEND_DROP)값보다 작으면 비활성화된 확장 채널 할당을 해제하여 기본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함을 특징
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을 보인 동작 흐름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기본 영역과 확장 영역에서의 채널 할당시 호 처리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영역 에드시 호 처리 흐름도이
고,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영역 드롭시 호 처리 흐름
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영역 스왑시 호 처리 
흐름도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을 설명한다.

이동국(1)으로부터 호 설정 요구(Origination)나 페이지 응답(Page Response)이 수신되면(S1), 기지국(2)내 CE(
5)에서는 호가 설정 및 유지되는 동안 기지국(2)과 이동국(1)간의 RTD값을 측정하여 제어국(3)내 TSB(Transcode
r & Selector Bank)(7)로 주기적으로 보고한다(S2).

이에 따라, TSB(7)에서는 상기 보고된 RTD값을 통해 현재 이동국(1)이 어느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하는 CE 할당 유형을 결정한다(S3).

이때, RTD값이 RTD 임계값보다 크면 현재 이동국이 확장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고 RTD값이 RTD 임계값보다 
작으면 현재 이동국이 기본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확장 CE와 기본 CE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한다.

즉, RTD값과 RTD 임계값(CUT_OFF)을 비교하여(S4) RTD값이 RTD 임계값(CUT_OFF)보다 작으면 기본 채널을 
할당하고(S5), 크면 확장 채널을 할당한다(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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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단계(S5)에서 기본 채널이 할당되면 기본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S6), 기본 호 처리 수행중 RTD값과 
확장_에드(EXTEND_ADD)값을 비교하여(S7) RTD값이 확장_에드(EXTEND_ADD)값보다 크면 영역 에드를 수행하
여 확장 채널을 추가로 할당하고(S8), 작으면 상기 단계(S6)로 복귀하여 기본 호 처리를 계속 수행한다.

이어, RTD값과 스왑_투_확장(SWAP_TO_EXTEND)값을 비교하여(S9) RTD값이 스왑_투_확장(SWAP_TO_EXTE
ND)값보다 크면 영역 스왑을 수행하여 기본 채널을 비활성화시켜 대기상태에 두는 동시에 확장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S10), 작으면 상기 단계(S7)로 복귀한다.

계속해서, RTD값과 기본_드롭(NORMAL_DROP)값을 비교하여(S11) RTD값이 기본_드롭(NORMAL_DROP)값보다 
크면 영역 드롭을 수행하여 상기 단계(S10)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기본 채널 할당을 해제한 후(S12) 확장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다(S14).

한편, 상기 단계(S13)에서 확장 채널이 할당되는 경우에는 확장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S14), 확장 호 처리 수행
중 RTD값과 기본_에드(NORMAL_ADD)값을 비교하여(S15) RTD값이 기본_에드(NORMAL_ADD)값보다 작으면 
영역 에드를 수행하여 기본 채널을 추가로 할당하고(S16), 크면 상기 단계(S14)로 복귀하여 확장 호 처리를 계속 수
행한다.

이어, RTD값과 스왑_투_기본(SWAP_TO_NORMAL)값을 비교하여(S17) RTD값이 스왑_투_기본(SWAP_TO_NOR
MAL)값보다 작으면 영역 스왑을 수행하여 확장 채널을 비활성화시켜 대기상태에 두는 동시에 기본 채널을 활성화시키
고(S18), 크면 상기 단계(S15)로 복귀한다.

계속해서, RTD값과 확장_드롭(EXTEND_DROP)값을 비교하여(S19) RTD값이 확장_드롭(EXTEND_DROP)값보다 
작으면 영역 드롭을 수행하여 상기 단계(S18)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확장 채널 할당을 해제한 후(S20) 상기 단계(S6)
로 진행하여 기본 호 처리를 수행하도록 한다(S6).

다음으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기본 영역과 확장 영역에서의 
채널 할당시 블록간 호 처리 동작을 설명한다.

이동국(1)으로부터 호 설정 요구가 있으면(a), 기지국(2)내 CE(5)에서는 RTD값과 함께 이동국(1)의 호 설정 요구를 
기지국(2)내 BCP(6)로 보고하고(a-1), 이어 BCP(BTS Control Processor)(6)에서 제어국(3)내 TSB(7)로, TSB
(7)에서도 제어국(3)내 CCP(Call Control Processor)(8)로 RTD값과 함께 이동국(1)의 호 설정 요구를 보고한다(
a-2,a-3).

이어, CCP(8)에서는 상기 보고에 따른 응답을 TSB(7), BCP(6), CE(5)를 통해 이동국(1)으로 전송한다(b-1,b-2,
b-3,b-4).

이후, 상기 TSB(7)에서는 상기 BCP(6)에서 보고된 RTD값을 통해 현재 이동국(1)이 어느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CE 할당 유형을 결정한 후(c), 결정된 사항에 따라 채널 할당을 CCP(8)에게 요구한다(d).

이에 따라, CCP(8)에서는 TSB(7)의 채널 할당 요구에 따라 상기에서 결정된 유형에 따라 기본 채널 또는 확장 채널을 
할당할 수 있도록 BCP(6)에게 지시한다(e)

그러면, BCP(6)에서는 채널 할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CE(5)가 기본 채널 또는 확장 채널을 할당하도록 하고
(f-1), 이어 이동국(1)도 채널을 할당하도록 한다(f-2).

이후, CCP(8)에서는 CE(5)와 BCP(6)로부터 채널 할당 결과를 보고받는대로(g-1,g-2) TSB(7)에게 호 설정을 명
령하여(h) 이동국(1), CE(5), BCP(6), TSB(7), CCP(8)간에 호 설정을 처리하도록 한다(i).

계속해서, 도 4, 5,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핸드오프 영역에서의 영
역 에드시, 영역 드롭시, 영역 스왑시 블록간 호 처리 동작을 설명한다.

 - 5 -



등록특허 10-0313760

 
이동국이 기본 영역이나 확장 영역에 있다가 핸드오프 영역으로 이동하면, 영역간의 원활한 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영역 핸드오프를 수행하게 된다.

영역 핸드오프는 에드, 스왑, 드롭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과정 발생 시점(RTD값을 보고 TSB(7)에서 결정)
이 되면 CE(5), BCP(6), TSB(7), CCP(8)간 호 처리를 통해서 수행된다.

즉, 도 2에 도시된 흐름도에서 단계(S8,S16)의 영역 에드시, 단계(S12,S20)의 영역 드롭시, 단계(S10,S18)의 영역 
스왑시 블록간 호처리 동작에 대한 것이다.

도 4의 영역 에드시, TSB(7)에서는 현재 호가 진행중인 CE, 즉 서빙(Serving) CE로부터 RTD값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a) 이 RTD값을 통해 영역 에드를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도 2에 도시된 흐름도에서 단계(S7,S15)), 
영역 에드를 결정하여(b) CCP(8)로 영역 에드 핸드오프 요청을 한다(c).

이에 따라, CCP(8)에서는 요청받은 핸드오프에 대해 호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BCP(6)에게 기본 채널 또는 확
장 채널 할당을 지시하여(d), 타겟(Target) CE가 기본 채널 또는 확장 채널을 할당하도록 한다(e).

이후, CCP(8)에서는 타겟 CE와 BCP(6)로부터 채널 할당 결과를 보고받는대로(f-1,f-2) 영역 에드 핸드오프에 대한 
응답을 BCP(6)로 전송한 후(g) CE(5), BCP(6), TSB(7), CCP(8)간에 호 설정을 처리하고(h), 호 설정 처리가 끝나
면 타겟 CE에서 영역 에드 결과를 최종적으로 BCP(6)로 보고하여(i-1) BCP(6)가 CCP(8)로 보고하도록 한다(i-2).

도 5의 영역 드롭시, TSB(7)에서는 현재 활성화 상태(Active State ; 이동국(1)과 통신중)인 서빙 CE로부터 RTD값
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a) 이 RTD값을 통해 영역 드롭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도 2에 도시된 흐름도에
서 단계(S11,S19)), 영역 드롭을 결정하여(b) 자체적으로 대기상태(Standby State ; CSM 설정은 되어 있으나 이동
국(1)과 통신하지 않음)인 타겟 CE에게 채널 할당 해제를 지시하여(c), 해당하는 채널을 해제하도록 한다.

이후, TSB(7)에서 타겟 CE로부터 채널 할당 해제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d), BCP(6)와 CCP(8)에서도 타겟 CE와 T
SB(7)로부터 영역 드롭 결과만을 보고받는다(e-1,e-2).

도 6의 영역 스왑시 블록간 호 처리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에드된 CE의 경우 처음에는 대기상태로 있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활성화 상태로 전화되어 실제로 변/복조를 수행
하여 이동국(1)과 통신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CE의 상태가 대기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전환되면 나머지 하나의 C
E는 활성화 상태에서 대기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CE(5)의 상태를 전환시키는 과정을 영역 스왑이라고 한다.

    
TSB(7)에서는 현재 활성화 상태인 서빙 CE로부터 RTD값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a) 이 RTD값을 통해 영역 스왑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도 2에 도시된 흐름도에서 단계(S9,S17)), 영역 스왑을 결정하여(b) 자체적으로 대
기상태인 타겟 CE에게 채널 상태 전환을 지시하여(c-1) 채널 상태를 대기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전환하도록 하고, 
활성화 상태인 서빙 CE에게도 채널 상태 전환을 지시하여(c-2) 채널 상태를 활성화 상태에서 대기상태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후, TSB(7)에서 타겟 CE와 서빙 CE로부터 채널 상태 전환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d-1,d-2), BCP(6)에서는 서빙 
CE와 타겟 CE로부터, CCP(8)에서는 TSB(7)로부터 영역 스왑 결과만을 보고받는다(e-1,e-2,e-3).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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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기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CSM 에이직별로 통화권역을 나누는 경우, 기본 영
역과 핸드오프 영역 및 확장 영역에서 쌍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CE를 필요한 경우에만 할당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않
으면 바로 할당을 해제하는 동적 채널 할당을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채널 할당을 최소화하고 CE의 점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용량(Capacity) 증가로 더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같은 사양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의 부하가 줄어들어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국으로부터 호 설정 요구나 페이지 응답이 수신되는 경우, 기지국내 CE에서 RTD값을 측정하여 제어국내 TSB로 
보고하는 제1과정과,

TSB에서 상기 제1과정에서 보고된 RTD값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CE 할당 유형을 결정하는 제2
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RTD값이 RTD 임계값(CUT_OFF)보다 크면 이동국이 확장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여 확장 CE를 할
당하고, RTD값이 RTD 임계값(CUT_OFF)보다 작으면 이동국이 기본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 CE를 할당하는 제
3과정과,

상기 제3과정에서 할당된 기본 채널에 따른 기본 호 처리 수행중 RTD값과 확장_에드(EXTEND_ADD)값을 비교하여 
RTD값이 확장_에드(EXTEND_ADD)값보다 크면 영역 에드를 수행하여 확장 채널을 추가 할당하고, 작으면 기본 호 
처리 수행 단계로 복귀하는 제4과정과,

상기 제4과정 수행 후, RTD값과 스왑_투_확장(SWAP_TO_EXTEND)값을 비교하여 RTD값이 스왑_투_확장(SWAP
_TO_EXTEND)값보다 크면 영역 스왑을 수행하여 기본 채널을 비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확장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작
으면 RTD값과 확장_에드(EXTEND_ADD)값을 비교하는 단계로 복귀하는 제5과정과,

상기 제5과정 수행 후, RTD값과 기본_드롭(NORMAL_DROP)값을 비교하여 RTD값이 기본_드롭(NORMAL_DROP)
값보다 크면 영역 드롭을 수행하여 상기 제5과정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기본 채널 할당을 해제한 후 확장 호 처리를 수
행하는 제6과정과,

상기 제3과정에서 할당된 확장 채널에 따른 확장 호 처리 수행중 RTD값과 기본_에드(NORMAL_ADD)값을 비교하여 
RTD값이 기본_에드(NORMAL_ADD)값보다 작으면 영역 에드를 수행하여 기본 채널을 추가 할당하고, 크면 상기 확
장 호 처리 수행 단계로 복귀하는 제7과정과,

상기 제7과정 수행 후, RTD값과 스왑_투_기본(SWAP_TO_NORMAL)값을 비교하여 RTD값이 스왑_투_기본(SWAP
_TO_NORMAL)값보다 작으면 영역 스왑을 수행하여 확장 채널을 비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기본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크면 상기 RTD값과 기본_에드(NORMAL_ADD)값을 비교하는 단계로 복귀하는 제8과정과,

상기 제8과정 수행 후, RTD값과 확장_드롭(EXTEND_DROP)값을 비교하여 RTD값이 확장_드롭(EXTEND_DROP)
값보다 작으면 영역 드롭을 수행하여 상기 제8과정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확장 채널 할당을 해제한 후 기본 호 처리를 
수행하는 제9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의 기본 영역과 확장 영역에서의 채널 할당시 블록간 호 처리 동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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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으로부터 호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CE에서 RTD값과 함께 이동국의 호 설정 요구를 기지국내 BCP로 보고하여, 
TSB에 이어 CCP로도 RTD값과 함께 이동국의 호 설정 요구를 보고하는 제1단계와, CCP에서 상기 제1단계의 보고에 
따른 응답을 TSB로 전송하여, BCP에 이어 CE를 통해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 수행 후, TSB에
서 상기 BCP에서 보고된 RTD값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CE 할당 유형을 결정한 다음 결정된 사항
에 따라 채널 할당을 CCP에게 요구하는 제3단계와, CCP에서 상기 제3단계의 TSB에 의한 채널 할당 요구에 따라 상기 
결정된 유형에 따라 기본 채널 또는 확장 채널을 할당할 수 있도록 BCP에게 지시하는 제4단계와, BCP에서 상기 제4단
계의 지시에 따라 채널 할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CE가 기본 채널 또는 확장 채널을 할당하도록 하고, 이어 이동국도 
해당 채널을 할당하도록 하는 제5단계와, 상기 제5단계 수행 후, CCP에서 CE와 BCP로부터 채널 할당 결과를 보고받
는대로 TSB로 호 설정을 명령하여 이동국, CE, BCP, TSB, CCP간에 호 설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6단계로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 및 제7과정의 영역 에드시 블록간 호 처리 동작이,

    
TSB에서 서빙 CE로부터 보고받는 RTD값을 통해 영역 에드를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영역 에드를 결정하
여 CCP로 영역 에드 핸드오프를 요청하는 제1단계와, CCP에서 상기 제1단계에서 요청받은 핸드오프에 대해 호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BCP에게 기본 채널 또는 확장 채널 할당을 지시하여, 타겟 CE가 기본 채널 또는 확장 채널을 할
당하도록 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 수행 후, CCP에서 타겟 CE와 BCP로부터 채널 할당 결과를 보고받는대로 영
역 에드 핸드오프에 대한 응답을 BCP로 전송한 후 CE, BCP, TSB, CCP간에 호 설정을 처리하는 제3단계와, 상기 제3
단계의 호 설정 처리가 끝나면 타겟 CE에서 영역 에드 결과를 BCP로 보고하여 BCP가 CCP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4단
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5과정 및 제8과정의 영역 스왑시 블록간 호 처리 동작이,

    
TSB에서 서빙 CE로부터 보고받는 RTD값을 통해 영역 스왑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영역 스왑을 결정하
여 대기상태인 타겟 CE에게 채널 상태 전환을 지시하여 채널 상태를 대기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전환하도록 하고, 활
성화 상태인 서빙 CE에게도 채널 상태 전환을 지시하여 채널 상태를 활성화 상태에서 대기상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제1단계 수행 후, TSB에서 타겟 CE와 서빙 CE로부터 채널 상태 전환 결과를 보고받은 후, BCP에서는 
서빙 CE와 타겟 CE로부터, CCP에서는 TSB로부터 영역 스왑 결과만을 보고받는 제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적 채널 할당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6과정 및 제9과정의 영역 드롭시 블록간 호 처리 동작이,

    
TSB에서 서빙 CE로부터 보고받는 RTD값을 통해 영역 드롭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영역 드롭을 결정하
여 대기상태인 타겟 CE에게 채널 할당 해제를 지시하여, 해당하는 채널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 
수행 후, TSB에서 타겟 CE로부터 채널 할당 해제 결과를 보고받은 후, BCP와 CCP에서 타겟 CE와 TSB로부터 영역 
드롭 결과만을 보고받는 제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내 확장 통화권역 기지국에서의 동
적 채널 할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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