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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오버헤드 채널 할당

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지국의 오버헤드 채널(overhead channel)을 다이나믹
하게 할당하고자 한다. 

다.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오버헤드 채널 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계산하는 제1과정과, 상기 계산된 부하를 근거로 하여 실제의 부하가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채널
카드 인터페이스 프로세서로 추가적인 오버헤드 채널 할당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추가적인 오버헤드 
채널을 할당하는 제2과정과, 부하 감소시 추가적으로 할당되었던 오버헤드 채널의 할당 해제 요구를 하
고 이에 응하여 할당되었던 오버헤드 채널을 해제하는 제3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기지국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트래픽 분석결과인 데이터별 페이징 채널의 부하를 보여주는 도
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역방향트래픽 분석결과인 데이터별 액세스 채널의 부하를 보여주는 도
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제어프로세서 10의 내부 기능 블록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코드분할 다원접속방식(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지국의 오버헤드 채널(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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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을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금 현재 운용중인 CDMA 이동통신시스템 중 기지국(Base Station Transceiver Subsystem: BTS)의 채널
카드(channel card) 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오버헤드 채널 예컨대, 파일롯 채널(pilot channel), 동기채
널(sync channel), 페이징채널(paging channel), 액세스채널(access channel) 등은 미리 할당된 상태에
서 고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상기 파일롯 채널은 단말기가 시스템에 동기할 때 사용되는 채널이고, 상
기 동기채널은 시스템 형성(system configuration) 및 시간정보 (timing)정보 등을 단말에 전송할 때 사
용되는 채널이고, 상기 페이징 채널은 시스템 오버헤드 정보(시스템 파라미터, 액세스 파라미터, CDMA채
널 리스트, 이웃 리스트)와 특정 이동국 지정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리고, 상기 액세스 
채널은 단말기가 기지국과 시스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통신을 시작하거나 기지국에서 전송한 페이징 
채널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이다. 이중 특히, 기지국에서 순방향(forward) CDMA채널을 
통해 이동국을 페이징할 때는 이미 할당되어 있는 특정 갯수(예를 들어 1개)의 페이징채널을 통해서 해
당 단말을 페이징하고 있다. 역방향(reverse) CDMA채널에서는 이동국이 시스템과의 접속과 통신을 위해 
이미 고정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특정 갯수(예를 들어 1개)의 액세스채널(access channel)을 사용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 기술은 하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순방향 CDMA채널 상에서 현재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된 이동국을 페이징할 경우는 기지국에 걸리는 부하가 많지 않아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동국을 페이징할 경우는 기지국에 걸리는 부하가 증가되어 문제가 발생된
다.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동국을 페이징하는 경우의 문제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하기와 같다.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동국을 페이징하는 경우에는, 기지국 단위로 
페이징하는  1차  페이징과  여러  개의  기지국을  하나의  존(zone)으로  묶어  페이징하거나  혹은 
LAI(Location Area ID) 단위를 기준으로 페이징하는 2차 페이징을 하고 있다. 2차 페이징에서도 이동국
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MSC(Mobile Switching Center) 단위로 방송(broadcasting)하는 3차 
페이징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많은 트래픽(traffic)의 발생으로 기지국 시스템에 과부하(overload)가 
걸릴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스템이 다운되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 될 수 있다. 

또한 역방향 CDMA채널 상에서도 접속채널을 통해 이동국이 수행하는 발신이나 기지국의 페이징에 대한 
응답 및 등록횟수의 증가로 인해 많은 양의 트랙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정된 액세스채널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다. 또한 이동단말기와 기지국간에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지국의 오버헤드 채널을 관
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순방향링크와 역방향링크간의 부하를 미리 예측하여 오버헤드채널의 용량을 결정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특정 이유나 긴급 사태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
를 미리 예측하여 특정 이유나 긴급 사태 발생시 필요한 무선자원을 다이나믹하게 할당해 주는 오버헤드 
채널의 과부하 처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오버헤드 채널의 과부하 처리 방법의 목적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를 
미리 예측하여 필요한 무선자원을 할당해 줌으로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중 동일한 구성요
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
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은,  순방향  채널  상에서  이동국  발신  이동국  착신(mobile  to  mobile),  이동국  발신  고정국 
착신(mobile to land), 고정국 발신 이동국 착신(land to mobile)의 호 발생확률과 정상적인 호가 이루
어 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메시지의 비트 수를 고려하여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트래픽의 양
을 계산한다.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삼아 실제 시스템 운용시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가 임계치에 가까워 
질 경우 필요한 갯수의 페이징채널이나 혹은 액세스 채널을 다이나믹하게 추가적으로 할당하여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역방향 채널 상에서도 유형별 호 발생확률과 정
상적인 호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특정 갯수
의 액세스채널을 추가해 줌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기지국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제어국(BSC: 
Base Station Controller)과 연결된 기지국(BTS: Base Station Transceiver Subsystem) 2에는 기지국 제
어프로세서(BCP :BTS Control Processor) 10, 채널카드인터페이스프로세서(CIP: Channel card Interface 
Processor) 12, 및 다수개의 채널엘리먼트(CE: Channel Element) 14-0∼14-n을 포함하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신호의 흐름 ①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오버헤드 채널(overhead channel)의 추가적인 
할당요구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신호의 흐름 ②는 추가적으로 할당했던 오버헤드 
채널(overhead channel)의 할당 해제 요구시 수행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호의 수신세기가 급격히 변화하여 페이딩현상을 겪는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을 위해서 순방향링크와 역방향링크 간의 부하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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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지국(BTS: Base Station Transceiver Subsystem)과 이동국(MS: Mobile Station)간 무선인터페
이스 규격(Air Interface Spec.)인 IS-95, IS-95A, J-STD-008, CAI Spec.을 근거로 하여 이동통신시스템
의 순방향링크 부하와 역방향링크 부하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오버헤드 채널 용량을 후술되는 바
와 같이 도출한다. 

(1). 순방향 CDMA채널의 경우 

정상적인 호 셋업(call  setup)이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무선인터페이스 규격(Air  Interface  Spec.)인 
IS-95, IS-95A, J-STD-008의 메시지 포맷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총 트래픽의 부하를 기지국 
제어프로세서(BCP)  10상에서 계산한다. 이 부하가 임계치에 가까워 질 경우 기지국 제어프로세서(BCP) 
10은 채널엘리먼트(CE) 14-0∼14-n을 관리하는 채널인터페이스 프로세서(CIP) 12상에 추가적인 오버헤드 
채널 할당을 요구한다. 부하의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다.

순방향 CDMA채널에서 사용되는 메시지는 하기 1.∼16. 같이 가정한다. 하기 순방향 CDMA채널에서 사용하
는 메시지는 IS-95를 기준으로 하였다.  

〈순방향 채널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1. 오버헤드 메시지(overhead  messages): 752 bits 

  - 이동국이 액세스채널 메시지 상에 인증데이터(authentication data)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
였음.

 - 주변기지국에 대한 정보인 이웃 리스트(neighbor list)는 16개로 하였음.

 -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system  parameters  message): 264 bits

 - 액세스 파라미터 메시지(access  parameters  message): 152 bits

 - 이웃 리스트 메시지 (neighbor  list  message): 264 bits

 - CDMA 채널리스트메시지(CDMA channel  list  message): 72 bits

2. 채널 할당메시지(Channel  Assignment  Message): 136 bits

3. BS(Base Station)인식 오더메시지(BS_ACK_ORDER  message): 112 bits

4. 등록인식메시지(REG_ACK_ORDER  message): 112 bits

5. 슬롯페이지 메시지(slotted  page  message): 240 bits

 - 4800bps에서 한번에 5개의 이동국(mobile)에 페이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6. 섹터당 채널 수(channel number per sector): N=20,24,28,32

7. 평균 호점유 시간(average  calling  time ): T=90[sec]

8. 블로킹 확률(blocking  probability): B=2%

9. 부여된 부하(offered load) A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음. 

10. 총 가입자(total subscribers) M는 하기 수학식 2와 같다. 

11. 가입자당 최번시 호시도

    (BHCA(Busy Hour Call Attempt) per subscriber):   S=1.50

12. 시간당 호 셋업 수(number of Call Setup per Hour): CSH=M×S

13. 일반적인 호 발생 형태 및 (완료율)

 - 이동국 발신 이동국 착신(mobile-to-mobile): 5%(50%)

 - 이동국 발신 고정국 착신(mobile-to-land) : 65%(85%)

 - 고정국 발신 이동국 착신(land-to-mobile) : 30%(50%)

14. 페이징채널 데이터율(Paging CH. Data Rate) = 9600bps, 4800bps

15. 페이징채널 처리성능(paging channel processing performance) = 90%

16. 등록(registration)은 10번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음. 여기서, 등록이라  함은 이동국이 자신의 위
치, 상태, 슬롯주기(slot cycle) 및 다른 특징들을 기지국에 알리는 처리절차를 의미함. 

상기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하여 단위 시간당 오버헤드 채널 메시지로 인해 순방향 CDAM채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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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총 비트 수 TOHMB(Total Overhead Message Bit)는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Overhead_Msg_Period"는 오버헤드채널 메시지 전송주기를 의미하고, "Overhead_Msg"는 오버헤
드채널 메시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채널할당 메시지(channel assignment)로 인해 순방향 CDMA채널에서 발생 가능한 총 
비트 수 TCAMB(Total Channel Assignment Message Bit)는 하기 수학식 4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Ch_Assign_Msg"는 채널할당메시지를 의미한다. 

단위 시간당 등록인식오더메시지(Registration Ack Order Message)로 인해 순방향 CDMA채널에서 발생 가
능한 총 비트 수 TRAOMB(Total Registation Ack Order Message Bit)는 하기 수학식 5와 같이 나타내어진
다.  

여기서, "Registration_Ack_Order_Msg"는 단위 시간당 등록인식오더메시지를 의미한다. 

단위 시간당 BS(Base Station)인식오더메시지(BS Ack Order Message)로 인해 순방향 CDMA채널에서 발생 
가능한 총 비트 수 TBAOMB(Total BS Ack Order Message Bit)는 하기 수학식 6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단위  시간당  페이지메시지(Slotted_Page_Msg)로  인해  순방향  CDAM채널에서  발생  가능한  총  비트  수 
TPMB(Total Page Message Bit)는 하기 수학식 7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PMM: 이동국 발신 이동국 착신(mobile-to mobile) 호 발생 확률

        PML: 이동국 발신 고정국 착신(mobile-to-land) 호 발생 확률

 PLM: 고정국 발신 이동국 착신(land-to-mobile) 호 발생 확률

 PMME: 이동국 발신 이동국 착신(mobile-to mobile) 호 에러확률

 PLME: 고정국 발신 이동국 착신(land-to-mobile) 호 에러 확률

 FMM: 이동국 발신 이동국 착신(mobile-to-mobile) 호의 100% 셋업을                     위해 

요구되는 인자(factor)

 FLM: 고정국 발신 이동국 착신(land-to-mobile) 호의 100% 셋업을 위      해 요

구되는 인자

FGPE(First Group Paging Error): 첫 번째 그룹 페이징에러

  SGP(Second Group Paging): 두 번째 그룹 페이징시의 총 섹터 수 

따라서 전기한 수학식 3,4,5,6,7을 고려한 단위 시간당 순방향 CDMA채널에서 발생 가능한 총 비트 수 
TBPH(Total Bit Per Hour)는 하기 수학식 8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9-4

등록특허10-0267856



     Reg_Ack_order_Msg 비트수 + BS_Ack_Order_Msg 비트수 +

     Slotted_Page_Msg 비트수

   = TOHMB + TCAMB + TRAOMB + TBAOMB + TSPMB

전기한  바와  같은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여  순방향  CDMA채널상에서  페이징채널의  데이터율(9600bps, 
4800bps) PCH_Data_Rate에 따른 로드 PCH_LOAD는 하기 수학식 9과 같이  구해진다. 

(2). 역방향 CDMA 채널인 경우

정상적인  호가  이루어질  경우  역방향  CDMA채널에서의  메시지는  단말이  발신시  사용하는  발신 
메시지(origination  message)와  기지국쪽에서의  페이징에  응답하기  위해  사용하는  페이지 
응답메시지(page response message), 단말이 등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등록메시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액세스채널상의 데이터율은 4800bps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호 시간(Average Calling Time)은 90
초로 하고, 액세스채널 처리성능(Access Channel Processing performance)은 80%로 가정한다. 가입자당 
등록요구의 횟수는 10번으로 가정한다. 특정페이징채널과 관련된 모든 액세스채널들은 동일한 슬롯사이
즈(slot size)를 가진다. 단말은 기지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기에 앞서 액세스채널의 시작과 길이를 결
정한다.  액세스채널의  전송은  액세스채널  프리앰블(access  channel  preamble)과 
액세스채널메시지캡슐(access  channel  message  capsule)로  이루어진다.  즉,  액세스채널  슬롯은 
(3+MAX_CAP_SZ) + (1+PAM_SZ)으로 구성된다(MAX_CAP_SZ: 최대 액세스채널 캡슐사이즈, PAM_SZ: 프리앰블 
사이즈). 여기서, 액세스채널의 프리앰블 사이즈는 4로 가정하고, 캡슐사이즈는 1로 가정한다. 따라서 
액세스채널 슬롯 사이즈는 180mS가 된다. 

상기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하여 단위 시간당 발신 메시지(Origination Message)로 인해 역방향 CDMA채
널에서 발생 가능한 부하 ORLD는 하기 수학식 10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페이지 응답메시지(Page Response Message)로 인해 역방향 CDMA채널에서 발생 가능
한 부하 PRLD는 하기 수학식 11에 의해서 구해진다. 

단위시간당  등록요청  메시지(Registration  Request  Msg.)로  인해  역방향  채널에서  발생  가능한  부하 
RQLD는 하기 수학식 12에 의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상기한 수학식 10,11,12를 고려한 단위시간당 역방향 CDMA채널에서 발생가능한 총 부하 TLOAD는 
하기 수학식 13과 같이 구해진다. 

전기한 사항을 고려하면 역방향 CDMA채널 상에서 액세스채널의 부하 ACH_LOAD는 하기 수학식 14와 같이 
구해진다. 

순방향 CDMA채널, 역방향 CDMA채널에 대한 트래픽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순방향트래픽 분석결과
는 하기 표 1과 같다. 하기 표 1에서 구해진 결과는 정상적인 호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페이징채
널(paging channel)의 데이터율에 따른 부하를 계산한 것이다. 하기 표 1은 IS-95메시지 포맷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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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    A  총 페이   
지 비트

  채널    
할당    
비트

 등록 
인   식 
비트

 BS 인
식    
비 트

 오버헤   
드 비트

 슬롯 페
이    지 
비트

 LD4800

   (%)

 LD9600

  (%)

  20  13.2  27997.2  71808  394240  453376  
2115000

 6719328   62.7    31.4  

  24  16.6  35208.6  90304  495787  570155  
2115000 

 8450064   75.4   37.7 

  28  20.2  42844.2  109888  603307  693803  
2115000

 10282608   88.8    44.4

  32  23.7  50267.7  128928  707840  814016  
2115000

 12064248  101.8   50.9

표 1에서 N은 트래픽채널의 수, A는 부여된 부하를 의미한다. 총 페이지비트, 채널할당비트, 등록인식비
트, BS인식비트, 오버헤드비트, 슬롯페이지비트는 각 메시지들로 인해 발생된 비트이다. LD4800(%)은 데
이터율 4800bps 페이징채널상의 부하, LD9600(%)은 데이터율 9600bps 페이징채널상의 부하를 의미한다.    

도 2에서는 표 1에 나타낸 데이터별 페이징 채널의 부하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표 1 및 도 2에 나타낸 
결과는 IS-95 메시지 포맷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1차 페이징과 2차 페이징을 모두 고려한 경우다. 일반
적인  CDMA  시스템에서는  1차  페이징시  셀  단위로  하거나  혹은  단말기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은 
단말형태(Unresonable Mobile Type)에 대해서는 MSC 단위로 페이징을 하며, 1차 페이징에서 실패한 단말
에 대해서는 LAI(Location Area ID)단위로 2차 페이징을 수행한다. 이것을 근거로 1차 페이징시 단말기
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은 단말형태(Unreasonable Mobile Type)에 페이징을 할 경우엔 하나의 MSC 경계에 
속해 있는 기지국들을 고려하여 279개의 섹터에 페이징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2차 페이징은 하나의 BSC
에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들을 고려하여 10개의 기지국 즉, 30개의 섹터에 페이징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상기와 같이 1차와 2차 페이징을 전부 고려해 보면, 페이징채널의 데이터율이 4800bps(LD4800)일 경우
엔, 트래픽채널의 수(N)가 28개 일 때 이미 부하가 88.8%를 넘어서고 있으며 트래픽채널의 수(N)가 32개 
일때는 100%를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도 1의 BCP 10에서는 트래픽채널에서의 실제 부하
가 임계치(표 1에 있는 계산된 부하의 80-85%)에 이를 경우 추가적인 페이징채널 할당 메시지를 채널카
드 인터페이스 프로세서(CIP) 12로 전송한다(①). 부하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도 1의 BCP 10는 
다시 채널카드 인터페이스 프로세서(CIP) 12로 추가적으로 할당되었던 페이징채널 할당 해제메시지를 전
송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할당되었던 오버헤드채널을 해제한다(②). 이렇게 함으로써 부하의 분산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역방향트래픽 분석결과는 하기 표 2과 같다. 하기 표 2에서 구해진 결과는 정상적인 호가 이
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액세스채널(access channel)의 부하를 계산한 것이다. 하기 표 2는 IS-95메시지 
포맷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표 2]

   N    A    M  CHS 

 Orig.    

 Page    
Resp. 

 Reg. 
Request 

  Total  액세스    
부하 

  (%)

  20  13.2  352  528  434.28  277.2  4048  4759.5  29.7 

  24  16.6  443  664  546.14  348.6  5091  5985.4  37.4

  28  20.2  539  808  664.58  424.2  6195  7283.4  45.5 

  32  23.7  632  948  779.73  497.7  7268  8545.4  53.4 

표 2에서 N은 트래픽채널의 수, A는 부여된 부하를 의미한다. 그리고 M은  총 가입자 수이고, CHS는 시
간당 호 셋업 수이고, Orig는 발신메시지로 인해 발생된 비트 수이며  Page Resp.는 페이지 응답메시지
로 인해 발생된 비트 수이다. Reg. Request는 등록요청 메시지로 인해 발생된 비트 수이고,  Total은 단
위시간당 역방향채널에서 발생 가능한 총 비트 수이다.  

도 3에서는 표 2에 나타낸 액세스채널의 부하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표 2 및 도 3에 나타낸 결과는 IS-
95 메시지 포맷을 근거로 산출하였다. 역방향 CDMA채널인 경우에도 순방향 CDMA채널에서 수행했던 방식
과  마찬가지로  액세스채널의  부하가  임계치에  가까워  질  경우  BCP  10에서  액세스채널의  할당(①)과 
해제(②)를 통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임계치는 
바람직하게 계산된 부하의 80-85%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기지국 2내 BCP 10에 있는 오버헤드 채널 관리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오버헤드 채널관리 장치는 부하계산프로세서 20과저장부 30 및 오버헤드 채널제어부 40으로 구성된
다. 부하계산프로세서 20은 기지국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계산하고, 저장부 30은 상기 부하계산프로세
서 20에서의 부하계산을 근거로 추가적인 오버헤드 채널 할당에 관련된 자원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오버
헤드채널 제어부 40은 부하 감소시 추가적으로 할당되었던 오버헤드 채널을 인식하고 해제하는 등의 제
어를 수행한다. 오버헤드채널 제어부 40의 동작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 2에 걸리
는 실제부하가 계산에 근거된 임계치(80-85%)에 가까워 질 경우 기지국 제어 프로세서 10의 오버헤드채
널 제어부 40은 채널카드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12를 통해 채널엘리먼트 14-0∼14-n으로 추가적인 오버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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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채널(페이징채널 및 액세스채널)의 할당(①)을 요구한다. 또 기지국 2에 인가됐던 실제 부하가 계산
에 근거된 임계치(80-85%)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기지국 제어 프로세서 10의 오버헤드채널 제어부 40은 
채널카드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12를 통해 채널엘리먼트 14-0∼14-n으로 기 추가 할당되었던 상기 오버헤
드 채널의 할당 해제(②)를 요구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트래픽 증가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스템에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경우 다이나
믹하게 오버헤드 채널(페이징 및 액세스채널 등)을 할당해 주고,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 왔을 경우엔 
할당을 해제시켜 줌으로써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성(Stability)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오버헤드 채널 관리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 시스템에 걸리는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를 계산하는 제1과정과, 

기지국 시스템에 걸리는 오버헤드 채널의 실제 부하를 모니터링하는 제2과정과, 

상기 오버헤드 채널의 실제 부하가 계산된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에 근거된 임계치에 도달하면 상기 기지
국에 추가적인 오버헤드 채널을 할당하는 제3과정과, 

상기 오버헤드 채널의 실제 부하가 상기 임계치 이하로 감소하면 상기 추가적으로 할당되었던 오버헤드 
채널을 해제하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상기 계산된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의 80-85%의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버헤드채널은 페이징채널 및 액세스채널중 적어도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4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에서 오버헤드 채널 관리 장치에 있어서, 

기지국 시스템에 걸리는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를 미리 계산하는 부하계산 프로세서와,

상기 부하 계산을 근거로 추가적인 오버헤드 채널 할당에 관련된 자원들을 저장하는 저장수단과, 

상기 기지국 시스템에 걸리는 오버헤드채널의 실제 부하가 상기 계산된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에 근거된 
임계치에 도달하면 상기 자원을 이용해 추가적인 오버헤드 채널을 할당하고, 상기 실제 부하가 상기 임
계치 이하로 감소하면 추가적으로 할당되었던 상기 오버헤드 채널을 해제하는 오버헤드채널 제어부로 구
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는 상기 계산된 오버헤드 채널의 부하의 80-85%의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오버헤드채널은 페이징채널 및 액세스채널중 적어도 하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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