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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억세스 네트워크 용량에 기초한 소프트 핸드오프 제어의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무선통신 시스템은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에 의해 감소된 간섭과 소프트 핸드오프에 의해 증가된 억세스 네트워

크 로드(load) 사이에 균형을 맞춘다. 특정한 전송 소스에 대해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가 일부 임계값을 넘을 때, 시스템은

그 소스의 원격국과의 소프트 핸드오프 연결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무선통신 시스템,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 소프트 핸드오프, 전송 소스, 액티브 세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처리량 및 데이터 품질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특히 무선

통신(radiocommunication) 시스템에서 억세스 네트워크 용량을 근거로 하여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 사용을 적응

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배경기술

상업적인 통신 시스템의 성장 및, 특히 셀룰러 무선전화기 시스템의 폭발적인 성장은 시스템 설계자로 하여금 소비자 허용

공차(tolerance) 임계값을 넘어서 통신질을 감소시키지 않고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강요하였다. 동시

에, 음성 이외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이동 통신 장비의 사용이 소비자에 의해 점점 더 대중화되었다. 전자 메일을 송수

신하고 www(world-wide-web)로의 억세스를 위해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기능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

서 더욱 더 사용될 서비스로 자주 논의된다. 이에 따라, 통신 시스템 설계자는 이동 기기 사용자와의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

으로 행하고, 특히 높은 속도의 데이터 전송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많은 무선통신 시스템은 예를 들면, 기술적 및 서비스적 호환성을 위한 로드맵(roadmap)을 제공하기 위해 나라별로 또는

지역별로 채택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D-AMPS(IS-136)는 북미에서 지정되었고, 유

럽에서는 GSM, 또한 일본에서는 PDC가 지정되었다. 높은 속도의 데이터 전송 능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설계자

는 또한 관련된 표준 및 기존 장비에 대한 설계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존하는 표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억세스 네트워크의 용량을 확장시키는 것과 연관된 비용은 높다. 따라서, 본 출원인은 일부 구현예에서, 설계자 및

/또는 네트워크 작동자가 완전하게 로드(load)된 에어 인터페이스(air interface)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억세스 네트워크 용

량을 즉시 제공하지 않고도 에어 인터페이스의 처리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억세스 네트워

크의 용량 제한치를 무선통신 시스템의 다른 목적과 균형을 맞추는, 예를 들어 에어 인터페이스에서 간섭을 줄이는 기술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균형을 맞추는 기술은 또한 CDMA 시스템에도 매우 유익하다.

등록특허 10-0606292

- 2 -



전형적인 CDMA 시스템에서, 전송될 정보 데이터 스트림(stream)은 의사랜덤 코드(pseudorandom code) 발생기에 의해

생성되는 훨씬 높은 비트 레이트의 데이터 스트림에 각인(impress)된다. 정보 신호 및 의사랜덤 신호는 전형적으로 정보

신호의 확산 또는 코드화라 때로 칭하여지는 처리에서 승산에 의해 조합된다. 각 정보 신호는 고유의 확산 코드로 할당된

다. 다수의 코드화된 정보 신호는 무선 주파수 반송파의 변조로 전송되고, 수신기에서 복합 신호로서 결합되어 수신된다.

코드화 신호는 각각 주파수 및 시간에서 모두 잡음 관련 신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코드화 신호와 오버랩된다. 복합 신호

를 고유의 확산 코드 중 하나와 상관시킴으로서, 대응하는 정보 신호는 독립되어 복호화될 수 있다.

업링크(uplink)의 전송 전력 제어에 대한 필요성은 "이중모드 광대역 확산 스펙트럼 셀룰러 시스템에 대한 이동국-기지국

호환가능성 표준(Mobile Station-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for Dual-Mode Wideband Spread Spectrum

Cellular System)", TIA/EIA Interim Standard TIA/EIA/IS-95(93년 7월) 및 그 개정판 TIA/EIA Interim Standard

TIA/EIA/IS-95-A(95년 5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인식된다. 미국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하는 이러한 표준은 버지니아주 아링톤(Arilington, Virginia)에 위치하는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Electric Industries Association)에 의해 보급되었다.

미래의 광대역 CDMA 시스템은 고속 다운링크(downlink) 전력 제어, 즉 기지국에서의 신호 품질의 측정을 근거로 하는 전

력 제어를 사용하여, 정의된 타켓에 대한 출력 전력을 감소 또는 증가시키도록 이동국에 전력 제어 명령을 전달한다. 이러

한 방법중 하나는 Dohi 등의 유럽 특허 공개 No. 0 680 160에 개시되어 있다.

셀룰러 시스템은 이동국과 지형적인 셀(cell)을 커버하는 연관된 기지국 사이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동작하도록 원래 설계

되었지만, 하나 이상의 링크를 통해 이동국에 동일한 신호를 통신함으로써 섀도우잉(shadowing) 및 패이딩(fading)의 영

향이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CDMA 및 광대역 CDMA 시스템과 같이, 신속한 전력 제어를 사용하는 시스템

에서는 하나 이상의 링크를 통해 통신하는 것과 비교해 일대일 대응이 낮은 용량을 제공하게 된다. 용량 감소는 특히 업링

크에서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기지국이 공간적으로 오프셋(offset)된 2개의 다른 링크를 통해 한 이동

국에 동일한 정보를 통신하도록, 업링크 및 다운링크 모두에서 다중 링크 통신이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다운링크에서 2개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이 일어남을 의미하고, 업링크에서는 2개 이상의 기지국이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청

취함을 의미한다. 이동국은 몇몇 방식으로 두 링크로부터의 신호를 선택 또는 조합함으로서, 예를 들면 최대 비율로 조합

함으로써 신호를 처리한다. 이 기술은 다이버시티(diversity)라 공지되어 있다. 종래의 공간적 다이버시티 기술에서는 이

동국과 통신하는데, 단일 기지국에서 2개 이상의 분리된 안테나를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기지국을 사용한다. 그러나, 다

이버시티는 공간적으로 오프셋된 기지국이나 안테나(즉, 다수의 전송 경로)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이버시티 전송은 또한

시간, 분극화, 또는 주파수에서 하나 이상의 오프셋을 사용해 발생될 수 있다.

매크로 다이버시티(macro diversity)가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한 영역은 핸드오프(handoff) 동안이다. 이러한 경우, 후보

기지국(즉, 이동국이 핸드오프될 기지국)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이 그 메시지 정보의 전송을 종료하기 이전에

이동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 정보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매크로 다이버시티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라 칭하여진다. 소프트 핸드오프는 여기서 참고로 포함되는 Uddenfeldt의 미국 특허 No.

5,109,528 및 No. 5,327,577에 개시되어 있다.

도 1은 제1의 원래 기지국(202)과 제2의 후보 기지국(204)이 각각 이동국(208)에 동일한 메시지(206)를 전송하는 소프트

핸드오프 구성을 설명한다. 메시지(206)는 제1 다운링크(210) 및 제2 다운링크(212)의 형태로 서로 다른 신호 경로를 통

해 이동국(208)에 전송된다. 제1 및 제2 다운링크 신호(210, 212)는 메시지(206)를 추출하도록 이동국(208)에서 재조합

된다(또는 수신된 신호 중 하나가 선택된다). 이동국(208)은 제1 및 제2 업링크 경로(214, 216)를 통해 각각 기지국(202,

204)에 전송한다. 일부 시점에서, 제1의 원래 기지국(202)으로부터 이동국으로의 메시지 정보 전송은 종료되고 소프트 핸

드오프 처리가 완결된다.

기지국과 무선 억세스 네트워크 노드(Radio Access Network Node), 예를 들면 RNC(Radio Network Controller) 사이

의 전송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프트 핸드오버에서의 한가지 결함은 기지국과 RNC 사이에서 증가되는 로드(load)

임이 명백해진다. 단일 사용자와 연관된 기지국 및 RNC 사이의 총 로드는 액티브 세트내의 기지국 수에 비례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구성에서, 특정한 이동국과 통신하는 기지국 및/또는 안테나는 "액티브 세트(active set)" 멤버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다시 도 1을 참고하면, 기지국(202, 204)은 액티브 세트의 멤버로 간주될 것이다. 당업자라면 2개 이상의

기지국 및/또는 안테나가 액티브 세트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액티브 세트의 멤버는, 이동국이 시스템에서 기지국

및/또는 안테나에 의해 처리되는 커버리지 영역(coverage area)으로 들어갈 때와 이로부터 나올 때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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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핸드오프는, 시분할 다중 억세스(TDMA) 및 코드 분할 다중 억세스(CDMA)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많은

종류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소프트 핸드오프는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개선된 다운링크의 질을 획득하며, 패이

딩을 줄인다. 그러나, 소프트 핸드오프는 때로 수신기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추가 전송 소스로

인하여 시스템 용량 및 네트워크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Hyoung-Goo Jeon의 "DS-CDMA 셀룰

러 시스템에서 호출 저지 비율을 줄이기 위한 채널 배열 구조(A Channel Assignment Scheme for Reducing Call

Blocking rate in a DS-CDMA Cellular System)" 논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다운링크 코드가 사용되고 있고 호출

이 발생될 필요가 있으면, 소프트 핸드오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링크를 드롭(drop)시킴으로써 에어 인터페이스에 대해 역

방향 트래픽 채널(traffic channel)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본 출원인이 인식한 바와 같이, 에어 인터페

이스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 기반의 억세스 인터페이스에서도 용량 제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출원인은 억세스 네트워크 용량면에서의 소프트 핸드오프의 결함과 에어 인터페이스에서의 소프트 핸드오프의

이점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명의 요약>

종래의 정보 통신 방법 및 시스템에서 이러한 결함 및 제한과 다른 결함 및 제한은, 본 출원인이 억세스 네트워크의 현재

로드(load)를 근거로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기술 및 시스템을 제시하는 본 발명에 따라 극

복된다. 예를 들면, 한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사이의 전송 링크가 실질적으로 전부 사용될 때,

이 기지국으로의 새로운 연결을 위한 소프트 핸드오프 마진은 감소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사이의 전송 링크가 실질적으로 전부 사용될 때, 이 기지국으로

의 새로운 연결 및 진행중인 연결 모두에 대한 소프트 핸드오프 마진은 감소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소프트 핸드오프 모

드에서 기존 연결의 액티브 세트는 감소될 수 있어서, 새로운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억세스 네트워크에서의 용량이 자유롭

게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사이의 전송 링크가 실질적으로 전부 사용될 때, 전송

소스로서 이 기지국을 사용하는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로 들어가는 새로운 접속을 위해 많아야 2개의 멤버가 액티브 세트

에 허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기지국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사이의 전송 링크가 실질적으로 전부 사용될 때, 전송

소스로서 이 기지국을 사용하는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서 새로운 연결 및 진행중인 연결 모두를 위해 많아야 2개의 멤버

가 액티브 세트에 허용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2개의 기지국을 포함하는 동작의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 동작 모드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load) 측정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소프트 핸드오프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도

면.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를 근거로 소프트 핸드오프 링크를 제한하거나 줄이는 방

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분포된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실내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

실시예

다음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CDMA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 제공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이 억세스 방법이 단순히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본 발명은 주파수 분할 다중 억세스(FDMA), 시간 분할 다중 억세스(TDMA), 코드 분할 다중 억세

스(CDMA), 및 그 하이브리드(hybrid)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억세스 방법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다수의 전송 소스로부터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므

로,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의 처리를 조정하도록 억세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오버헤드(overhead) 신호전송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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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다. 부가하여,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서 발생되는 다수의 데이터 흐름은 억세스 네트워크에 큰 로드를 일으킬 수 있

다. 특정한 원격국이 소정의 시간에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 있는지 여부는, 특히 원격국의 위치에 달려 있다. 시스템에 연

결된 원격 유닛 중 많은 수가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 있으면, 억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로드는 무선 네트워크(에어 인터페

이스(air interface))에 대한 로드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억세스 네트워크의 로드는, 기존의 소프트 핸

드오프 모드 연결 및 새로운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 연결 양쪽에 대해 액티브 세트가 얼마나 많은 멤버를 포함하여야 하는

가를 제어하도록 소프트 핸드오프 기능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소프트 핸드오프 규칙을 활성화시킬 때를 결정하는데는 2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보다 예측적인 방안인 제

1 방안에서는, 오버로드(overload)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억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로드를 측정한다. 네트워크

가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면,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규칙이 실시된다. 보다 교정적인 방안인 제2 방안에

서는, 네트워크가 새로운 접속을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프트 핸드오프 규칙을 실시한다. 부가하여, 한 실시예

에서, 억세스 네트워크의 로드 한계는 BS에서 RNC 방향으로 또는 RNC에서 BS 통신 방향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억세

스 네트워크의 로드를 근거로 하여 소프트 핸드오프 중인 이동국을 줄임으로써 조정할 연결의 수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억세스 네트워크의 RNC에서 BS로의 통신이 전부 로드될 때, 다운링크(downlink)에서 높은 비트 비율을 사용하는 사용자

는, 예를 들면, 이 소프트 핸드오프 링크를 완전히 드롭(drop)시키거나 다른 기지국으로 링크를 이동시킴으로써 이 기지국

으로부터 이동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에 도시된 예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 여기서, 기지국(300)은 제1 셀(cell)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지지하고, 기지

국(310)은 제2 셀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를 지지한다. 기지국(300, 310)은 (예를 들어, 이동 스위칭 센터(MSC) 및/도는 도

시하지 않은 그 밖의 노드들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와 통신중이며, 이는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된다. 각 기지국(300, 310) 및 RNC(315) 사이의 각 링크

(325, 327)는 여기서 억세스 네트워크라 칭하여지고, 예를 들면 펄스 코드 변조(PCM) 슬롯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광학 링크로 구현될 수 있다. 기지국과 예를 들어, 이동국(320) 사이의 정보 전송은 에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어난다. 본

실시예를 위해, 도 3에 도시된 시스템과 연관되는 에어 인터페이스는 듀플렉싱 다운링크(즉, 기지국에서 이동국 방향) 및

업링크(즉, 이동국에서 기지국 방향) 채널을 갖춘 CDMA 기술을 사용하여 동작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예시적인 CDMA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인 채널은 그 코드(즉, 장단 또는 그들의 조합), 주파수, 및 대역폭에 의해 식별된다.

본 예는 또한 기지국(300, 310) 사이의 셀 경계 부근에 배치된 이동국(320)과, 이 셀 경계에 접근하고 있는 이동국(330)을

도시한다. 물론, 당업자라면, 기지국(300, 310)이 전형적으로 다수의 이동국과의 연결을 동시에 지원할 것이지만, 본 발명

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매크로다이버시티(macrodiversity) 기술을 설명하는데는 이들 2개의 예시적인 이동국과 네트워

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충분함을 알 것이다. 본 예에서, 이동국(320)은 두 기지국과 비교하여 고정되어 있거나 실제적으

로 고정되어 있고, 이동국(330)은 셀 경계 쪽으로의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국(320)은 지금 두 기지

국으로부터 전송을 수신하고 있고, 즉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 있으며, 이동국(330)은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로 들어가려

고 하고 있다.

종래 기술에 공지된 바와 같이, 각 이동국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인접한 소스들, 즉 기지국들의 전송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신된 신호 품질 및/또는 강도(strength)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으로 리턴되어 그 이동국의 후보 세

트에 이들 인접한 소스들을 배치하는데 사용된다. 특정한 시간에, 후보 세트내의 하나 이상의 소스는 액티브 세트에 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시스템, 특히 CDMA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셀 경계에 접근할 때, 이동국은, 또 다른 전송 소스

(예를 들면, 또 다른 기지국)가 그 이동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기 시작하는 영역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이동

국은 이때 다수의 수신 신호를 조합하여 한 소스로부터만 정보를 수신하여 만들어진 것 보다 더 나은 품질을 갖는 복합 신

호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제어가 레일리 패이딩(Rayleigh fading)을 추적하기에 충분히 신속하므로, 소프트 핸드오

버(soft handover)는 또한 시스템 내의 간섭을 줄일 것이다. 간섭의 감소는 특히 업링크에서 현저하다.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이동국이 인근 소스들로부터 전송을 수신하는 C/I 또는 업링크 또는 다운링크 신호 강도를 모니터

하고 모니터된 값을 소정의 임계값과 비교함으로써 이동국이 액티브 세트로부터 드롭되거나 그에 부가되어야 함을 인식한

다. 예를 들면, 상술된 Hyoung-Goo Jeon의 "DS-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호출 저지 비율을 줄이기 위한 채널 배열 구

조(A Channel Assignment Scheme for Reducing Call Blocking rate in a DS-CDMA Cellular System)" 논문에서 설명

된 바와 같이, 시스템은 측정된 신호 강도가 T_DROP 이하인 경우 전송 소스가 액티브 세트로부터 제거되게 하는 소정의

파라미터 T_DROP, 및 측정된 신호 강도가 T_ADD를 넘는 경우 대응하는 전송 소스가 액티브 세트에 부가되게 하는 소정

의 파라미터 T_ADD를 가질 수 있다. 소프트 핸드오버에서 이동국의 수를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의 예는, 소프트 핸드오버

알고리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타이머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타이머의 목적은 소프트 핸드오버 결정을 지연시켜, 임

계값과 교차되자 마자 결정을 실시하기 보다는 일정 시간 동안 임계값을 넘었을 때 결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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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Jeon의 논문에서는, 다수의 다운링크 코드가 사용되고 있을 때, 소프트 핸드오프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래픽 채널이

해제되도록 T_DROP의 값이 변경될 수 있어서, 새로운 호출을 설정하고 에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을 설정하는 데에 이

용가능하지 않은 RF 채널에 기인하는 호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트래픽 채널이 재사용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본

출원인은, 호출 차단(또는 데이터 통신의 경우에서는 패킷 지연)은, 다운링크 코드의 부족 대신에, 억세스 네트워크에서의

로드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본 발명은 에어 인터페이스에서의 간섭과 억세스 네트워크에서의 로드 사이에 균형을 맞춘다. 억세스 네트워크의

로드가 일부 소정의 임계값에 이르러, 기지국과 RNC 사이의 링크가 전부 사용되거나 거의 전부 사용될 때, 기지국 또는 시

스템내의 다른 일부 노드에 의해 다루어지는 소프트 핸드오프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소프트 핸드오프 연결에

관련된 전송 소스의 수를 줄이거나 제한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링크(325)에서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 임계값에

이를 때, 이 기지국으로의 새로운 연결에 대한 소프트 핸드오프 마진은 감소된다. 그래서, 이동국(330)이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서 기지국(300)으로부터의 전송을 통상적으로 수신할 수도 있는 영역으로 진입할 때, 이 이동국(330)은 본 발명에

따라 이러한 전송을 수신하지 않는다. 본 실시예는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 제한에 이를 때 추가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 연결

을 제한한다.

다른 방법으로,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 임계값에 이를 때 특정한 기지국과 연관된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 연결의 수를 줄이

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지국에 대해 진행중인 연결과 새로운 연결 모두에 대한 소프트 핸드오프 마진이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국(320, 330) 양쪽에 대한 소프트 핸드오프 마진이 감소되고, 그에 의해 기지국(300)은 이

기지국으로의 근접성에 따라 이동국(320)의 액티브 세트로부터 드롭되고 이동국(330)의 액티브 세트에 부가되지 않을 수

있다.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와 연관되어 소프트 핸드오프 기능을 조정하는 마지막 2가지 예는 도 3의 흐름도를 사용하여 요약될

수 있다. 단계(400)에서, 시스템은 특정한 기지국에 대해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 임계값에 이르렀나 또는 그를 넘었는가 여

부를 체크한다. 임계값을 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은 단계(410)에서 조정되지 않은 수신된 신호 강도 임계값을 사용하여 소

프트 핸드오프 모드에 있는 이동국의 액티브 세트로부터 그 기지국을 선택적으로 드롭시키거나 부가한다. 그 기지국에 대

해 억세스 로드 임계값에 이르렀거나 그를 넘었으면, 단계(420)에서, 진행중인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 연결의 수를 줄이거

나 이 기지국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소프트 핸드오프 연결의 수를 제한하도록 신호 강도 파라미터가 조정될 수 있다. 이 처

리는 주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단계(400)로 나타내진 바와 같이, 일단 임계값을 지나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가 감소되면,

조정되지 않은 파라미터는 다시 소프트 핸드오프 연결을 제어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와 간섭 사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시도할 때 소프트 핸드오프 마진을 변화시키는 다른 방법으로, 각

소프트 핸드오프 연결에 관련된 링크의 수가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지국에 대해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 임계

값에 이르거나 그를 넘을 때, 그 기지국은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서 연결된 이동국의 액티브 세트에 제3 전송 소스(또는

제4나 제2)로서 포함되지 않게 될 수 있다. 부가하여, 이는 액티브 세트 중 단지 세번째로(또는 네번째나 두번째로) 강한

멤버인 경우 소프트 핸드오프 연결에 대한 전송을 종료할 수 있다.

일단 소프트 핸드오프 임계값이 조정되면(단계 420), 임계값 또는 타이머를 그 이전 값으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

다. 이러한 복구는 시간에 의존하거나(예를 들어, 임계값 또는 타이머가 몇몇 소정의 시간 주기 후에 복구됨), 로드에 의존

하거나, 또는 시간 및 로드의 조합에 의존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고로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수정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억세스 네트워크 로드가 너무 커질 때 소프트 핸드오프 링크의 수를 감

소시키는데 다른 많은 기술이 존재함이 명백하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이 동작하는 시스템은 본 발명을 예시화하는데 사용된 시스템에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

다. 예를 들면, 도 4는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셀룰러 시스템(즉, 분산된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실내 시스템)을 설명한다. 이 종류의 시스템에서는 수개의 RAD(Radio Antenna Device)(510)가 업링크 및 다운링크에서

모두 이동국 사용자에게 동일한 신호를 통신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이러한 종류의 분산 네트워크, 즉

수개의 RAD와 중앙 유닛(520)으로 구성된 것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소프트 핸드오프 알고리즘은, 억세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의 로드에 따라, 액티브 세

트내의 기지국 수 또는 특정한 소프트 핸드오프 연결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특정한 연

결의 업링크 및 다운링크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링크의 액티브 세트에 특정한 기지국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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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운링크의 액티브 세트로부터 이를 해제하거나 부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 역도 또한 가능하다. 이는 여

기서 비대칭 액티브 세트라 칭하여진다. 즉, 이동국이 업링크에서 전송할 때와 다운링크에서 전송할 때 다른 수의 소스를

갖고, 비대칭은 업링크 및 다운링크에서의 로드뿐만 아니라 억세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의 로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이 해결법은 특히 억세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를 들면, A-bis 인터페이스 및 A 인터페이스)가 ATM 기술로 실현되

는 시스템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은 액티브 세트에 대한 선택적인 허용은 또한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서비스들은,

자신의 액티브 세트에 기지국을 부가하는 연결이 방지되지 말아야 하는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질 수도 있다. 물론, 그 후 더

낮은 우선순위의 서비스가 액티브 세트로부터 제거되는 전송 소스를 가지게 되는 경향으로 될 것이다.

액티브 세트가 서로 다른 RNC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지국 멤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임계값을 결정하거나 특

정한 액티브 세트의 멤버로부터 특정한 멤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지할 때 A 인터페이스에서의 로드, 즉 RNC와

MSC 사이의 연결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는 여기서 참고로 포함되고 본 출원과 같은 날짜에 출원된 "억세스 네트워크 용량을 근거로 하는 모드 선택의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Mode Selection Based on Access Network Capacity)"명의 미국 특허 출원 번

호 제6,400,954호에서 설명되는 방법 및 시스템과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그와 동일한 것을 모두 포함하도록 의도되는 다음의 청구항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전송 소스들(300, 310)로부터 원격국(320, 330)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206)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전송 소스들(300, 310) 각각과 제어기(315) 사이에 링크(325, 327)를 억세스 네트워크로서 제공하는 단계;

상기 링크 각각에 대한 트래픽 로드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전송 소스 각각과 상기 원격국 간의 신호 품질 레벨을 측정하는 단계;

특정 전송 소스와 관련된 특정 링크에 대해 측정된 트래픽 로드가 사전설정된 네트워크 로딩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400); 및

상기 특정 링크에 대해 측정된 트래픽 로드가 상기 네트워크 로딩 임계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상기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특정 전송 소스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전송을 선택적으로 종료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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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링크에 대해 측정된 트래픽 로드가 상기 네트워크 로딩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제2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상기 제2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특정 전송 소스로부터 상기 원격국으로의 전송을 선택적으로 종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전송 소스들은 다수의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신호 품질 임계치들은 네트워크 로딩 또는 타이머에 응답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통신 방

법.

청구항 5.
청구항 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는 상기 제2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더 높은 신호 품질을 요구하는 정보 통신 방법.

청구항 6.

제어기 및 다수의 전송 소스들을 갖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이, 억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다수의 전송 소스들(300, 310)중 하나에 상기 제어기(315)를 연결시키는 다수의 통

신 링크들;

에어 인터페이스(212)를 통해 상기 다수의 전송 소스들(300, 310) 각각으로부터 원격국(330)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

보(206)를 전송하는 수단;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제어기 사이의 상기 억세스 네트워크 내의 특정 링크에 대한 트래픽 로드를 측정하는 수단(400);

상기 특정 링크에 대해 측정된 트래픽 로드가 사전설정된 네트워크 로딩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

상기 전송 소스 각각과 상기 원격국 사이의 상기 에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신호 품질 레벨을 측정하는 수단;

상기 측정된 트래픽 로드가 상기 사전설정된 네트워크 로딩 임계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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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측정된 신호 품질이 상기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간의 전송을 선택적으로 종료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청구항 7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은,

상기 원격국이 상기 특정 전송 소스에 대해 이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과,

상기 원격국이 상기 특정 전송 소스에 대해 이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것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 소스와 상기 원격

국 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상기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과,

상기 원격국이 상기 특정 전송 소스에 대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특정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

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제2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청구항 8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전송 소스들은 다수의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청구항 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품질 임계치들은 네트워크 로딩 또는 타이머에 응답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청구항 10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는 상기 제2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높은 신호 품질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

스템.

청구항 11.

특정 수신기에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소스들(300, 310)의 액티브 세트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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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티브 세트 내의 상기 전송 소스들 각각에 대한 억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로딩을 판단하는 수단;

상기 액티브 세트 내의 각 전송 소스와 상기 특정 수신기 간의 업링크 또는 다운링크 신호 강도 또는 반송파 대 간섭(C/I)

비(carrier-to-interference ration)와, 상기 판단된 네트워크 로딩에 따라 달라지는 임계값을 비교하는 수단; 및

상기 비교 수단에 응답하여, 상기 액티브 세트에 전송 소스들을 추가하거나 혹은 상기 액티브 세트로부터 전송 소스들을

제거하는 수단

을 포함하며,

특정 전송 소스가, 상기 특정 전송 소스에 대한 상기 신호 강도 또는 C/I 비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할 때 상기 액티브 세트에

추가되고, 상기 특정 전송 소스에 대한 상기 신호 강도 또는 C/I 비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액티브 세트로

부터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세트 조정 시스템.

청구항 12.
청구항 12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 네트워크는 상기 전송 소스들과 제어기 사이의 다수의 물리적 링크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세트 조정 시스템.

청구항 13.

특정 수신기에 신호를 전송하는 소스들의 액티브 세트 내의 전송 소스의 멤버쉽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전송 소스에 대한 억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로딩을 판단하는 수단 ― 상기 억세스 네트워크는 상기 전송 소스

와,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적어도 하나의 노드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링크를 포함함 ―; 및

상기 판단된 네트워크 로딩에 기초하여, 상기 액티브 세트 내의 상기 전송 소스의 멤버쉽을 제한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청구항 1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멤버쉽을 제한하는 수단은, 상기 판단된 네트워크 로딩이 사전설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두 개의 전송 소스들로

상기 멤버쉽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특정 수신기에 신호를 전송하는 소스들의 액티브 세트 내의 전송 소스의 멤버쉽을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전송 소스에 대한 억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로드를 판단하는 단계(400) ― 상기 억세스 네트워크는 상기 전송 소스와,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적어도 하나의 노드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 링크를 포함함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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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단 단계에 기초하여 상기 액티브 세트 내의 상기 전송 소스의 멤버쉽을 제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청구항 1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멤버쉽을 제한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판단된 네트워크 로딩이 사전설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두 개의 전송 소스

들로 상기 멤버쉽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정보를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서 원격국으로 다운링크 방향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소스들의 제1 액티브 세트를 제공하는 단

계;

소프트 핸드오프 모드에서 상기 원격국으로부터 업링크 방향으로 신호를 수신하는 전송 소스들의 제2 액티브 세트를 제공

하는 단계 ― 상기 제2 액티브 세트는 상기 제1 액티브 세트와는 다른 수의 전송 소스들을 가짐― ; 및

상기 전송 소스들을 제어기에 연결시키는 다수의 통신 링크들을 갖는 억세스 네트워크의 로딩 및 에어 인터페이스 파라미

터들에 근거하여 상기 제1 및 제2 액티브 세트들에 대한 멤버들을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선택 단계는,

상기 링크들 각각에 대한 트래픽 로드를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액티브 세트 내의 각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의 다운링크 신호 품질 레벨을 측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액티브 세트 내의 각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의 업링크 신호 품질 레벨을 측정하는 단계와,

특정 전송 소스와 연관된 특정 링크에 대해 측정된 트래픽 로드가 사전설정된 네트워크 로딩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링크에 대해 측정된 트래픽 로드가 상기 네트워크 로딩 임계치를 초과하면,

상기 제1 액티브 세트 내의 전송 소스에 대해,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다운링크 신호 품질이 제1

신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액티브 세트 내의 전송 소스에 대해,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업링크 신호 품질이 제2 신

호 품질 임계치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전송 소스와 상기 원격국 간에 측정된 신호 품질이 상기 제1 또는 제2 신호 품질 임계치 각각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1 또는 제2 액티브 세트로부터 상기 특정 전송 소스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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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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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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