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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송신 다이버시티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
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
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송신 다이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
정과, 핸드오프 진입전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
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후 소정시간 경과후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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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실시 예에 따른 비TSTD 기지국의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이크로 TSTD 기지국의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매크로 TSTD 기지국의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TSTD 단말의 수신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기존의 비TSTD 단말과 두 비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6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
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7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
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8는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
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4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
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0는 본 발명의 제5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
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1는 본 발명의 제6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
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7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
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3는 본 발명의 제8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
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9실시 예에 따른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
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10실시 예에 따른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
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6는 본 발명의 제11실싱 예에 따른 TSTD 단말과 두 비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
하는 도면.

도 17는 본 발명의 제12실시 예에 따른 TSTD 단말과 두 비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
하는 도면.

도 18는 본 발명의 제13실시 예에 따른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에서 비 TSTD 기지국간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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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는 본 발명의 제14실시 예에 따른 비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
하는 도면.

도 20는 본 발명의 제15실시 예에 따른 비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
하는 도면.

도 21는 본 발명의 제16실시 예에 따른 비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제17실시 예에 따른 비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23는 본 발명의 제18실시 예에 따른 비TSTD 단말과 두 비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
명하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제19실시 예에 따른 비TSTD 단말이 TSTD 기지국에서 비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제20실시 예에 따른 비TSTD 단말이 TSTD 기지국에서 비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수행되는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이라 함은 기지국에서 송신하여 이동국에 도달하는 신호 경로를 다중화하여 동일한 기지국 
송신 신호 전력에 대하여 수신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상기의 경로라 함은 송신 안테나의 방향, 송신 
신호의 편극(Polarization), 송신 안테나의 위치, 주파수축상에서의 다른 반송파 주파수, 시간축상에서 다른 전송시점 
등과 같이 송신측에서 수신측까지의 신호가 전송될 수 있는 물리적인 경로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간적인 경로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설명에서 마이크로 송신 다이버시티라고 함은 한 기지국내에서 구현된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을 의미하며,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라고 함은 다수의 기지국에 의한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을 의미한다. TSTD 
방식은 대한민국 특허출원 p1998-5526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하 TSTD를 사용하지 않는 않는 경우의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다.

이하 설명에서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을 가진 기지국을 TSTD(티에스티드) 기지국이라 하고, 상기 송신 다이버시
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기지국을 비TSTD 기지국이라 명한다. 또한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를 수용할 수 있는 단말을 
TSTD 단말이라 하고,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이 없는 단말을 비TSTD 단말이라 칭한다.

도 5를 참조하여 종래의 핸드오프 수행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non TSTD(비TSTD) 기지국
을 위한 송신기, TSTD 기지국을 위한 송신기 및 TSTD 단말을 위한 수신기의 일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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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를 참조하면, 채널부호화기 및 인터리버 110은 송신신호가 통신채널을 거쳐 수신될 때 신호의 신뢰도를 높혀
주기 위한 일반적인 채널부호화기와 인터리버를 나타낸다. 다중화기 112는 다른 디지털 신호와의 다중화를 위하여 사
용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파일롯(Pilot) 심볼, 송신전력제어(TPC=Transmission Power Control) 비
트, 전송율 정보(RI=Rate Information) 비트와 상기 채널부호화와 인터리빙을 거친 데이터를 다중화시킨다. 직병렬
변환기(Serial to Parallel Converter) 114는 I채널과 Q채널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하여 상기 다중화기 112의 출력을 
홀수번째 심볼과 짝수번째 심볼을 나누어 출력하는 스위치이다. 신호변환기 116과 117은 상기 직병렬변환기 114의 출
력인 논리적 신호 0과 1을 실제 전송을 위한 신호인 +1과 -1과 변환하여 출력한다. 직교부호 발생기 128은 기지국에
서의 다수의 전송채널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직교부호를 발생한다. 혼합기 118과 119는 상기의 변환된 신호와 
상기의 직교부호를 곱하여 출력한다. PN부호 발생기 130는 두 개의 PN 부호 PN_I와 PN_Q를 발생시켜 복소 PN확산
기 120으로 출력한다. 상기 복소 PN 확산기 120은 상기의 혼합기 118과 119의 출력과 상기의 PN_I와 PN_Q를 복소
수 곱하여 출력한다.
    

    
스위치 147은 본 발명에서 소프트 핸드오프상태에서 매크로 TST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으로 기존의 송
신기 구조에서 불연속 전송(DTX=Discontinuous Transmission)을 위한 스위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안테나를 통한 
송신을 단속한다. 저역여파기 122와 123은 송신신호를 특정 대역폭내로 한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저역여파기이다. 반
송파발생기 132는 송신하고자 하는 신호의 반송파를 발생시켜 혼합기 124 및 90도 위상변환기 134로 출력한다. 상기 
90도 위상변환기 134는 I채널과 Q채널의 직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기 반송파발생기 132의 출력을 90도 위상 변환
하여 출력한다. 상기 혼합기 124는 상기 저역여파기 122의 출력과 상기 반송파발생기 132의 출력을 곱하여 가산기 1
26으로 출력한다. 상기 혼합기 125는 상기 저역여파기 123의 출력과 상기 90도 위상변환기 134의 출력을 곱하여 상
기 가산기 126으로 출력한다. 상기 가산기 126은 상기 혼합기 124와 125의 출력을 합하여 안테나를 통하여 송신한다.
    

도 2는 상기 TSTD를 지원하는 기지국의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송신안테나를 구비하며, 
송신기로 출력되는 신호를 스위치를 통해 선택하여 기지국에서 단말에 이르는 경로를 다중화한다. 이는 동일한 평균 송
신 전력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신되는 신호의 신뢰도를 증가시킬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상기의 TSTD방식에 대
해 설명하지만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를 지원하는 어떠한 이동통신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 4는 비TSTD 단말을 위한 수신기 구조를 포함하는 TSTD 단말의 수신기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혼합기 212는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상기한 송신기의 반송파발생기 132 및 90도 위상변환기 134를 내포
하는 반송파발생기 210의 출력과 곱하여 저역신호로 만든다. 저역여파기 214는 상기 혼합기의 출력을 저역여파한다. 
표본화기 216은 상기 저역여파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표본화과정 및 양자화과정을 수행한
다. 시각추정기 218은 수신된 신호와 단말에서 발생시킨 PN 부호와의 위상차를 없애기 위하여 PN부호 추적을 수행한
다. 상기의 시각추정기 218에 의하여 복소 PN부호 발생기 222와 직교부호발생기 224는 제어된다. 복소 PN역확산기 
220은 상기 복소 PN부호 발생기 222의 출력과 상기 표본화기 216의 출력을 입력하여 복소 PN 역확산을 수행한다. 혼
합기 226은 상기 복소 PN 역확산기 220의 출력과 상기 직교부호 발생기 224의 출력을 곱하여 출력한다. 합산기(또는 
적분기) 228은 심볼구간동안 상기의 혼합기 226의 출력을 합하여 심볼추정을 위한 값을 생성한다. 파일롯 분배기 23
2는 기지국 안테나에서 단말까지의 채널을 추정하기 위해 상기 합산기 228의 출력 신호에서 무변조 신호인 파일롯신호
를 분리하여 채널추정기 224로 제공한다. 상기 채널추정기 244의 구조는 TSTD 기지국과 통신할 때와 비TSTD 기지
국과 통신할 때 차이가 있으며, 상세도 230에 상기 채널 추정기 구성의 일 예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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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TSTD 기지국이 송신한 신호는 모든 파일롯들이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STD기지국
의 동일 안테나에서 송신된 신호는 동일한 경로를 거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안테나를 통해 송신된 신호는 동일한 경
로를 거쳐 단말에 도달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TSTD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경우, 각 안테나에 대하여 독
립적으로 채널을 추정해야 한다. 또한 각 채널 추정에 사용되는 파일롯 심볼의 도착 주기에 따라 채널 추정을 위한 파라
미터 C0 (m), C1 (m), C2 (m), ...의 값이 변해야 한다.

상기 도 4의 부분 상세도는 기지국 송신 안테나가 두 개이고, 동일 안테나로 온 두 개의 파일롯 심볼을 이용하여 채널추
정하는 TSTD 단말의 채널 추정기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일롯 분배기 232의 출력을 저장할 수 있는 버퍼의 수가 
2개이며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선택기 250은 TSTD 모드로 동작할 때는 혼합기 247의 출력을 선택하고, TSTD모드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혼합기 2
48의 출력을 선택한다. 상기 혼합기 247과 248의 입력 파라미터는 선택기 250에 따라 혼합기가 선택되기 때문에 TS
TD 모드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되지만 혼합기 249의 파라미터 C0 (m)은 TSTD모드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
다. 또한 지연기 236은 TSTD 모드 여부에 따라 채널 추정에 대한 지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연을 가지는 두 
개의 지연기 235 및 237과 선택기 234 및 238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선택기 234 및 238은 선택기 250에 따라 동작
된다. 가산기 251은 상기 채널추정기 230내의 혼합기의 출력을 합산하다. 공액복소수 발생기 242는 가산기 251의 출
력을 공액 복소수화한다. 혼합기 240은 상기 공액복소수 발생기 242의 출력과 선택기 238의 출력을 곱함으로써 데이
터 심볼을 동기 복조한다. 혼합기 240의 출력은 결합기 260에 입력된다. 상기 결합기 260은 한 기지국 송신안테나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가 단말에 여러 경로를 거쳐 도달될 경우에 이들 신호를 결합하여 출력한다.

    
도 4에는 하나의 경로에 대한 구조만 주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수신기를 각각 핑거(Finger)라고 한다. 상
기 결합기 260은 상기와 같은 핑거들의 출력을 가중치를 주어 가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결합기 260의 출력은 상기한 
송신측의 다중화기112의 다중화방법에 대응되는 역다중화과정을 수행하는 선택기 262에 전달된다. 상기 선택기 262
의 출력중 도 1, 2, 3의 채널부호화기 및 인터리버 110을 거친 신호는 대응되는 디인터리버 및 채널복호화기 264를 거
쳐서 디지털신호처리된다.
    

여기서 상기 도 4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의 구조와 비TSTD 단말의 구조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비
TSTD 단말의 채널추정기는 선택기 250이 혼합기 248의 선택하는 구조이며, 선택기 250 및 버퍼 246는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파라미터 C2 (m)도 없고, 파라미터 C0 (m)은 고정된 값이다. 그리고 비TSTD 단말의 수신기의 지연기 236
은 한 안테나의 채널만 추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연기 235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기 234와 238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 5는 기존의 비TSTD단말과 두 비TSTD 기지국간에 발생하는 소프트 핸드오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5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비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만이 신호를 송신하고 이를 상기 단말이 수신한다. 소프트 핸드오
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
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그리고 소프트 핸드오프 직후에는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만 신호를 
송신하고 이를 상기 단말이 수신한다.

    
도 5의 (b)에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하고 있다. 먼저, 511단
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
은 5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의 수신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
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5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상기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에는 51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5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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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요구는 상기 단말이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상기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의 일 예는 인접기지국의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가장 잘 수신되는 기지국(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기지국 B
로 가정함)의 식별자를 상기 기지국 A에 통보하여 핸드오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의 일 예는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세기의 측정값과 더불어 인접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중에서 특정 기준값 이상의 
수신 신호 세기를 가지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측정값 등을 상기 기지국 A에 보내줌으로써 핸드오프 여부와 핸드오프 대
상 기지국(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기지국 B라고 가정함)을 상기 기지국A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상기의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
여 핸드오프 여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때 기지국 B도 519단계에서 핸드오프 여부를 상기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
다. 상기 핸드오프가 허가되면, 상기 기지국 A는 521단계에서 비TSTD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국 
B는 52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비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
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5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으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
에 상기 기지국 A는 5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한다. 동시에 상기 단말도 상기 기
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5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비TSTD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존의 소프트 핸드오프 방식은 TSTD를 고려하지 않은 기지국과 단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핸드오프 절차가 이루어진다.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TSTD 방식을 기지국에 도입
할 경우에는 새로운 핸드오프의 절차가 필요하며, 본 발명은 이러한 핸드오프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지국
에 TSTD 기능을 설치하는 것은 동일한 평균 전송전력으로 보다 나은 통신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가적인 하드웨어 설치로 인하여 비용 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역의 트래픽 특성에 따라 트래픽이 많은 
지역에는 TSTD 기지국을 설치하고, 트래픽이 적은 지역에는 비TSTD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환경에서 최소의 비용(cost)과 보가 간소화된 핸드오프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수
행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TSTD 단말과 두 비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에서 비 TSTD 기지국간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
프 수행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TSTD 단말과 두 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에서 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
프 수행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TSTD 단말과 두 비TSTD 기지국간에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프 수행장치 및 방법을 제
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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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TSTD 단말이 TSTD 기지국에서 비TSTD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수행되는 소프트 핸드오
프 수행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들의 참조와 함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설명한다. 하기 설명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
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은 하기 설명에서 TSTD를 지원하는 몇가지 실시 예들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TSTD를 지원하지 않
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기지국이 송신 다이버시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 데이타를 시분
할 방식으로 안테나에 분배하고, 단말이 복조기를 통하여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된 신호를 복조하게 된다.

하기 설명에서 마이크로 TSTD(micro-TSTD)라 함은 한 기지국내에 다수의 안테나가 설치되어 기지국에서 단말로 
신호를 송신할 때 안테나를 시분할로 선택하여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기 마이크로 TSTD 라함은 일반적인 T
STD 를 의미한다.

또한, 매크로 TSTD(macro-TSTD)라 함은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서 다수의 기지국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단말에 보
내고자 하는 신호를 기지국 선택 및 상기 기지국내의 송신안테나 선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핸드오프 수행방법을 설명하기 앞서,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기 
및 수신기 구조를 살펴본다.

먼저, TSTD를 사용하는 기지국 송신기의 구조를 살펴본다.

도 1은 기지국 송신기 구조를 도시한 것으로, 선택기 147의 온/오프 상태에 따라 마이크로 TSTD는 제공할 수 없지만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서 불연속 전송(DTX)방식으로 구동시켜 매크로 TSTD를 제공할수 있다.

도 2는 마이크로 TSTD를 제공하는 기지국의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는 것이고, 도 3은 매크로 TSTD를 제공하는 기지
국의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는 것이다. 두 구조는 거의 동일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선택기 148과 149 또는 150의 동작 
방식에 있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TSTD를 제공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송신기의 구조를 설
명한다.

    
먼저, 채널부호화기 및 인터리버 110은 송신신호가 통신채널을 거쳐 수신될 때의 신호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반
적인 채널부호화기와 인터리버를 나타낸다. 다중화기 112는 다른 디지털 신호와의 다중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파일롯(Pilot) 심볼, 송신전력제어(TPC=Transmission Power Control) 비트, 전송율 정보
(RI=Rate Information) 비트를 채널부호화와 인터리빙을 거친 데이터와 다중화시켜 출력한다. 직병렬변환기(Seria
l to Parallel Converter) 114는 I채널과 Q채널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하여 상기 다중화기 112의 출력중 홀수번째 심
볼과 짝수번째 심볼을 나누는 출력하는 스위치이다. 신호변환기 116과 117은 각각 상기 직병렬변환기 114의 출력인 
논리적 신호 0과 1을 실제 전송을 위한 신호인 +1과 -1과 변환하여 출력한다. 직교부호 발생기 128은 기지국에서의 
다수의 전송채널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직교부호를 발생하여 혼합기 118 및 119로 제공한다. 상기 혼합기 118
과 119는 상기의 신호변환된 신호와 상기의 직교부호를 곱하여 출력한다. PN부호 발생기 130는 두 개의 PN 부호 PN
_I와 PN_Q를 발생시켜 복소 PN 확산기 120으로 출력한다. 상기 복소 PN 확산기 120은 상기의 혼합기 118과 119의 
출력과 상기의 PN_I와 PN_Q 부호를 복소수 곱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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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 2와 같이 마이크로 TSTD모드일 경우, 선택기 148은 TSTD 모드일 경우에 기지국의 송신안테나를 선택하
며 상기 선택된 쪽으로 복소 PN 확산기 120의 출력을 전달한다. 도 3과 같이 매크로 TSTD모드일 경우 선택기 149 또
는 150은 기지국의 특정 송신안테나를 선택한 다음 불연속 전송(DTX)방식으로 동작시킨다.

    
저역여파기 122(142)와 123(143)은 송신신호를 특정 대역폭내로 한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저역여파기이다. 반송파발
생기 132(152)는 송신하고자 하는 신호의 반송파를 발생시키고, 90도 위상변환기 134(154)는 I채널과 Q채널의 직교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송파발생기 132(152)의 출력을 90도 위상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혼합기 124(144)는 상
기 저역여파기 122(142)의 출력과 상기 반송파발생기 132(152)의 출력을 곱하여 덧셈기 126(146)로 출력한다. 상
기 혼합기 125(145)는 상기 저역여파기 123(143)의 출력과 상기 90도 위상변환기 134(154)의 출력을 곱하여 덧셈
기 126(146)로 출력한다. 상기 덧셈기 126(146)은 상기 혼합기 124(144)와 125(145)의 출력을 합하여 안테나를 
통하여 송신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TSTD 단말기의 수신기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혼합기 212는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상기의 반송파발생기 132와 90도 위상변환기 1
34를 내포하는 반송파발생기 210의 출력과 곱하여 저역신호로 만든다. 상기 혼합기 212의 출력을 저역여파기 214를 
통해 저역여파한다. 표본화기 216은 상기 저역여파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하여 표본화과정 및 
양자화과정을 수행한다. 시각 추정기 218은 수신된 신호와 단말에서 발생시킨 PN 부호와의 위상차를 없애기 위하여 
PN부호 추적을 수행한다. 상기의 시각 추정기 218에 의하여 복소 PN 부호 발생기 222와 직교부호발생기 224는 제어
된다. 복소 PN 역확산기 220은 상기 복소 PN부호 발생기 222의 출력과 상기 표본화기 216의 출력을 입력하여 복소 
PN 역확산을 수행한다. 혼합기 226은 상기 복소 PN 역확산이 수행된 신호와 상기 직교부호 발생기 224의 출력을 곱
한다. 합산기(또는 적분기) 228은 심볼구간동안 상기의 혼합기 226의 출력을 합하여 심볼추정을 위한 값을 생성한다. 
파일롯 분배기 232는 기지국 안테나에서 단말까지의 채널을 추정하기 위해 상기 합산기 228의 출력 신호에서 무변조 
신호인 파일롯신호를 분리하여 채널추정기 224로 제공한다. 상기 채널추정기 244의 구조는 TSTD 기지국과 통신할 
때와 비TSTD 기지국과 통신할 때 차이가 있으며, 상세도에 채널 추정기 구성의 일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4의 부분 상세도는 기지국 송신 안테나가 두 개이고, 동일 안테나로 온 두 개의 파일롯 심볼을 이용하여 채널추정하
는 TSTD 단말의 채널 추정기를 도시한다. 따라서 파일롯 분배기 232의 출력을 저장할 수 있는 버퍼의 수가 2개이며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선택기 250은 TSTD 모드로 동작할 때는 혼합기 247의 출력을 선택하고, TSTD 모드로 동작
하지 않을 때는 혼합기 248의 출력을 선택한다. 혼합기 247과 248의 입력 파라미터는 선택기 250에 따라 혼합기가 선
택되기 때문에 TSTD 모드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되지만 혼합기 249의 파라미터 C0 (m)은 TSTD모드인지 아닌지에 따
라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연기 236은 TSTD 모드 여부에 따라 채널 추정에 대한 지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연을 가지는 두 개의 지연기 235 및 237과 선택기 234 및 238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기 234 및 238은 선택기 25
0에 따라 동작된다. 가산기 251은 채널추정기내의 혼합기의 출력을 합산하다. 공액복소수 발생기 242는 가산기 251의 
출력을 공액복소수화 한다. 혼합기 240은 상기 공액복소수 발생기 242의 출력과 선택기 238의 출력을 곱함으로써 데
이터 심볼을 동기복조한다. 혼합기 240의 출력은 결합기 260에 입력된다. 결합기 260은 한 기지국 송신안테나를 통하
여 송신된 신호가 단말에 여러 경로를 거쳐 도달될 경우에 이들 신호를 결합한다.

    
도 4에는 하나의 경로에 대한 구조만 주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수신기를 각각 핑거(Finger)라고 한다. 결
합기 260은 상기 핑거들의 출력을 가중치를 주어 더하는 장치이다. 결합기 260의 출력은 송신측에서의 다중화기의 다
중화방법에 대응되는 역다중화과정을 수행하는 선택기 262에 전달된다. 상기 선택기 262의 출력중 도 1, 2, 3의 채널
부호화기 및 인터리버 110을 거친 신호는 대응되는 디인터리버 및 채널복호화기 264를 거쳐서 디지털신호처리된다. 
동일한 마이크로 TSTD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는 핑거의 직교부호 발생기 224와 복소 PN 발생기의 출력은 
위상만 차이가 있고 동일하다. 그러나 다수의 매크로 TSTD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는 
핑거의 직교부호발생기 224와 복소 PN 발생기의 출력은 위상뿐만 아니라 부호 자체도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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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상술한 구성에 근거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상기 도 6의 (a)를 참조하여 TSTD단말이 TSTD기지국 A에서 TSTD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중에는 31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송신 안테나를 번갈아 선택하여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한다. 핸드오프 과
정에 진입하기 전에 320과 같이 TSTD모드에서 비TSTD모드로 모드 전환을 하여 상기 기지국 A의 한 안테나만이 신
호를 송신하고 이를 상기 단말이 수신한다. 상기 기지국의 다수의 송신안테나 중에서 어떤 안테나로 송신할 것인지는 
상기 단말이 수신되는 신호품질을 바탕으로 안테나 선택 메시지를 기지국에 전송함으로써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
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비TSTD방식으로 동시에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
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
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료되면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만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말이 이를 수신한다. 그리고 소정시간 경과후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상기 신호를 수신한다.
    

    
도 6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먼저, 61
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6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 수행여
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6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상기 기지국 A
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61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
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6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이 상
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
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
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때 기지국 B도 6
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상기 핸드오프가 허가되면, 상기 기지국 A는 621단계에서 
상기 단말에 의해 선택된 기지국 송신안테나로 비TSTD 모드로 전송하고,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
호를 비TSTD모드로 수신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623단계에서 비TSTD 방식
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국 B는 625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비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
말은 상기 기지국들로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
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62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629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한
다. 동시에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63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6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TSTD 모드로 전송할 것을 요구
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635단계에서 확인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과 상기 기지국 B는 63
7단계에서 마이크로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7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
기 수신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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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1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송신 안테나를 번갈아 선택하여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TSTD 모드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A의 다수의 송신안테나 
중에서 어떤 안테나로 송신할 것인지는 상기 단말이 수신되는 품질을 바탕으로 안테나 선택 메시지를 기지국에 전송함
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
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
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도 7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7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
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7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7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상기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715단계로 진
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7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
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
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
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때 기지국 B도 719단계에서 핸드오프 여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드
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721단계에서 신호를 비TSTD 방식으로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국 B도 723단
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상기 비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
질 경우, 상기 단말은 7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상
기 기지국 A는 7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의 수신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기 채널 해제 요구와 동시에 상기 단말은 7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TSTD 모드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731단계에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후 TSTD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확인메시지를 받고나서 수신모드를 비TSTD 모드에서 TSTD 모드로 전환한 후, 7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마이크로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8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
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1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의 송신 안테나를 번갈아 선택하여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6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매크로 TSTD방식으로 각 기지국은 송신 데이터를 기지국내
의 한 안테나를 통해서 단속적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
하여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
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
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
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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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
계를 나타낸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8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신호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8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상기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815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와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핸드오프 요구에 대
하여 기지국은 기지국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때 기지국 B도 8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817단계를 통해 소프트 핸드오
프 상태에 진입하면, 821단계 및 82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와 B가 매크로 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
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
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8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
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8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
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상기 채널 해제 요구와 동시에 상기 단말은 
8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TSTD 모드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831단계에서 확인메시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비TSTD 모드에서 마이크로 TSTD 
모드로 전환하여, 8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마이크로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4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상기 도 9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1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송신 안테나를 번갈아 선택하여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7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마이크로 TSTD 모드로 송신하고, 상
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 할당은 모두 4
개가 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
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도 9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
계이다. 상기 통신중에 상기 단말은 9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
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91
1단계로 진행하여 계속 상기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915단계로 진행
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91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
한다. 또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
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상기 기
지국은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
에 알려준다. 이때 기지국 B도 9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상기 917단계 통해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921단계에서 신호를 마이크로 TSTD방식으로 전송하고, 동싱에 기지국 
B도 92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상기 마이크로 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9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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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9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동시에 상기 단
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상기 단말과 상기 기지국 B는 929단계에서 마이크로 TSTD 모드
로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제4실시 예는 동기채널(sync channel)을 핸드오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UMTS(Universal Mobile Teleco
mmunication System) 시스템은 하나의 프레임이 10ms이며, 한 프레임은 16개의 타임슬롯으로 구성된다. 상기 동기
채널은 한 타임슬롯을 10구간으로 나누어 슬롯의 첫 번째 구간에서 256칩(chip) 동안 제1동기코드와 제2동기코드를 
각각 출력한다. 여기서 각 슬롯의 제1구간에서 상기 제1동기코드를 전송하는 채널을 제1동기채널이라 하며, 상기 각 슬
롯의 제1구간에서 상기 제2동기코드를 전송하는 채널을 제2동기채널이라 한다. 상기와 같은 동기채널을 핸드오프할 경
우, 상기 제4실시예에서처럼,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 A가 TSTD 모드로 송신하는 동기채널을 수신하다가, 핸드오프 수
행시 이동국은 기지국 A가 TSRD모드로 송신하는 동기채널을 수신함과 동시에 기지국 B가 TSTD 모드로 송신하는 동
기채널을 수신한다. 이후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 B가 TSTD 모드로 송신하는 동기채널을 수신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5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0의 (a)를 참조하면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
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1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송신 안테나를 번갈아 선택하면서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한
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8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TSTD 모드로 신호를 계속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국 
B는 동일한 신호를 비TSTD 모드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이때의 핑거할당은 모두 3개가 된다. 또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
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도 10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0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0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
하로 내려가는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10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상기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015단
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01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
세지를 전송한다. 또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
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
말에 알려준다. 이때 기지국 B도 10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02단계에서 TSTD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국 B는 102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비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
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
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
말은 10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027단계에서 상기 요구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
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기 채널을 해제하는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단말은 10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T

 - 12 -



등록특허 10-0308900

 
STD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1031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
송한후 TSTD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비TSTD 모드에서 T
STD 모드로 전환하고, 10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마이크로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6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1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
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1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송신 안테나를 번갈아 선택하면서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한
다. 핸드오프 과정에 진입 초기에는 380과 같이 기지국 A는 TSTD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국 B는 비T
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
신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
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7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TSTD 방식으로 
동시에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단말의 핑거 할당은 모두 4개가 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
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도 11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1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
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11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상기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115단
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1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
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다.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상기 단말은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
지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은 기지국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1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상기 1117단계 및 상기 11
19단계를 통해 핸드오프가 허가되면, 상기 기지국 A는 1121단계에서 계속해서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
에 기지국 B는 112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비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1125단계에서 상기 기지
국 B로 TSTD 모드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11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
송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비TSTD 모드에서 TSTD 모드로 전환하여 상기 기
지국 B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129단계에서 
신호를 TSTD방식으로 전송하고, 동시에 기지국 B도 1231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상기 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
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
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1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
널에 대한 해제를 상기 기지국 A에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
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상기 단말과 상기 기지국 
B는 1137단계에서 마이크로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7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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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 12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비TSTD 모드로 동작을 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TSTD방식으로 동시에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
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또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
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
말이 수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직후에는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만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말이 수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
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도 12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2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2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1211단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21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2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
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
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
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핸드오프 가부를 1219단계에서 상기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221단계에서 신호를 비TSTD 방식으로 전송하고, 동시에 기지국 
B도 122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상기 비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
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이하
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2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2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가 직후 상기 상기 단말은 12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123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TSTD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면,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1233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후 TSTD 모드로 동작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비TSTD 모드에서 TSTD 모드로 전환하고, 123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마이크로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8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3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비TSTD 모드로 동작을 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비TSTD 모드로 동시에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
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 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또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
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
말이 수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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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
을 한다.
    

    
도 13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3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13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315단계
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3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핸드오
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
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3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
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321단계에서 신호를 비TSTD방식으로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
국 B도 132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상기 비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
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3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3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기 채널 해제 요구와 동시에 상기 단말은 1329단계에서 상기 기지
국 B로 TSTD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면, 상기 기지국 B는 1331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후 TSTD 모드로 동작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비TSTD 모드에서 TSTD 모
드로 전환하고, 13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마이크로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9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4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비TSTD 모드로 동작을 한다. 핸드오프 과정에 진입하기 전에
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비TSTD방식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
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
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보지 않았기 때문
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
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90과 같이 상기 기지
국 A는 계속해서 비TSTD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국 B는 동일한 정보를 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
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 할당은 모
두 3개가 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
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도 14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4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141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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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415단계로 진행하여 상
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4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
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4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상기 핸드오프가 허가되면 
상기 기지국 A와 B 모두 1421단계에서 비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하고,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
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단말은 14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TSTD 모
드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후 TSTD 모드로 동작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427단계에서 비TSTD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
고, 동시에 기지국 B도 1431단계에서 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
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
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
정 기준값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4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
지를 전송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143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단말은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10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5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비TSTD 모드로 동작을 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9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계속해서 비TSTD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국 B는 동일한 정보를 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단
말기의 핑거 할당은 모두 3개가 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5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도 15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5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를 나타낸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5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
기 단말은 15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515단
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51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
세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지
국 A의 송신안테나 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
하여 상기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
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5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
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521단계에서 비TSTD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고, 동시에 기지국 B도 152
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
우 상기 단말은 15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상기 기
지국 A는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15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단말은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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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0실시 예는 동기채널(sync channel)을 핸드오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동기채널을 핸드오프할 경우, 
상기 제10실시예에서 처럼,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 A가 비TSTD 모드로 송신하는 동기채널을 수신하다가, 핸드오프 수
행시 기지국 A가 비TSTD모드로 송신하는 동기채널을 수신함과 동시에 기지국 B가 TSTD 모드로 송신하는 동기채널
을 수신한다. 이후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이동국은 기지국 B가 TSTD 모드로 송신하는 동기채널을 수신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11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6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비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
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비TSTD 모드로 동작을 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비TSTD방식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비TSTD모드로 수신을 한
다.

    
도 16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6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6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16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615단계
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6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
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6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
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633단계에서 비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국 
B도 1625단계에서 비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
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62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에 상기 기지국 A는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제시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의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163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단말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12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7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비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
과 단말기 수신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는 비TSTD 모드로 동작을 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6
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각각 하나의 안테나를 통해 매크로 TSTD 방식으로 동시에 송신하고, 상
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할당은 모두 2개
가 된다. 그리고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비TSTD모드로 수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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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7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7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17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715단계
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7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
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7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상기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721단계에서 매크로 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국 B도 상기 매크로 비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
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7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
송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7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
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수신을 중단한다. 상기 채널 해제 요구와 동시에 상기 단말은 17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
로 매크로 TSTD 모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1731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1733단계에서 상기 단말과 기지국 B는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제13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8의 (a)를 참조하여 TSTD 단말이 TSTD 기지국 A에서 비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직전에는 31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송신 안테나를 번갈아 선택하여 TSTD 모드로 동작을 수행한
다. 핸드오프 과정에 진입하기 전에는 320과 같이 TSTD모드에서 비TSTD모드로 모드 전환을 하여 상기 기지국 A의 
한 안테나만이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말이 이를 수신한다. 상기 기지국 A의 다수의 송신 안테나 중에서 어떤 안테나
로 송신할 것인지는 단말이 수신되는 품질을 바탕으로 안테나 선택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 A로 전송하므로써 결정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비TSTD 모드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상기 정보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그리고 상기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면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드로 동작
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 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도 18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8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
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1811단계로 진행하여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815단계
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8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
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상기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
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8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상기 핸드오프가 허가되면 상기 기지국 A는 1821단계에서 상기 단말의 의해 선택된 기지국 송신안테나로 신호를 비T
STD모드로 전송하고,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를 비TSTD모드로 수신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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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상태에 진입하면 기지국 A는 1823단계에서 비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국 B도 1825단계
에서 비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
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
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82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829
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수신
을 중단한다. 이후 1831단계에서 상기 단말과 기지국 B는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제14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19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이 하나의 안테나만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말이 이를 수신
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비TSTD 모드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상기 정보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
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그리고 상기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면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드
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 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도 19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19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1911단계로 진행하여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1915단계
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19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
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상기 기지국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
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19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1921단계에서 비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기지
국 B도 1923단계에서 상기 비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
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
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19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상
기 기지국 A는 19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하고, 상기 단말도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1929단계에서 상기 단말과 기지국 B는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20은 본 발명의 제15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20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TSTD 기지국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비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신
호를 수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6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각각 하나의 안테나를 통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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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TSTD 방식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비TSTD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도 20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20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20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2015단계
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에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0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
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20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
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2021단계에서 매크로 TSTD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국 B도 동일한 신호를 상기 매크로 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
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20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에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
송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0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후 채널을 단절한다. 상기 채널 해
제 요구와 동시에 상기 단말은 20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매크로 TSTD 모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2031단계에서 이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상기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
를 매크로 TSTD 모드에서 비TSTD 모드로 전환한 후, 20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
한다.
    

도 21은 본 발명의 제16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21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
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하나의 안테나만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말이 이를 수신
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비TSTD 방식으로 동시에 송신하
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상기 정보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
거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그리고 상기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면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
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 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도 21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
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21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
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21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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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에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1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
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
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21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기지국 A는 2121단계에서 비TSTD 모드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
국 B도 2123단계에서 상기 비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
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
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212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상
기 기지국 A는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한다. 동시에 상기 단말 또한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212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단말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22는 본 발명의 제17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22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
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비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신
호를 수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6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각각 하나의 안테나를 통해 매
크로 TSTD 방식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또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의 선택은 전적으로 기지국 B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TSTD모드로 송신되는 상기 기지국 B의 신호를 상기 단말이 수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송신안테나의 전송품질이 좋은 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기지국 B의 송신 안테나 선택은 기지국 B가 각 안
테나로의 총 송신 전력의 크기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비TSTD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도 22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2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
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22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의 수신세기가 특정 기준
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22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221
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기지국 A는 22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상기 단말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 및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
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22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
후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2221단계에서 매크로 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
에 기지국 B도 2223단계에서 상기 매크로 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
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
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
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22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2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한다. 상기 채널 해제 요구와 
동시에 상기 단말은 22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매크로 TSTD 모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상기 기지국 B는 22
31단계에서 이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매크로 TSTD 모
드에서 비TSTD 모드로 전환한 후, 223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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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본 발명의 제18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23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비TSTD 기지국 A에서 비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
신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비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신
호를 수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6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각각 하나의 안테나를 통해 매
크로 TSTD 방식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 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는 340과 같이 상기 기
지국 B는 비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비TSTD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도 23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311단계는 비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
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23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
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23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231
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315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
프 가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2317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
트 핸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2319단계에서 매크로 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국 B도 2321단계에서 상기 매크로 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
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232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이
에 상기 기지국 A는 2325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한다. 상기 채널 해제 요구와 동
시에 상기 단말은 2327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매크로 TSTD 모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2329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매크로 
TSTD 모드에서 비TSTD 모드로 전환한 후, 233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19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식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24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TSTD 기지국 A에서 비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
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 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하나의 안테나만(TSTD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단
말이 이를 수신한다. 이후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3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TSTD 방식
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상기 정보를 수신한다. 따
라서 상기 핑거 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그리고 상기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면 340과 같이 상기 기지국 B
는 비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TSTD 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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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4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
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24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
은 상기 24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2415단계
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4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인메세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
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
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24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
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2421단계에서 비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국 B도 
상기 비TSTD방식으로 동일한 신호를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
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
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상기 단말은 24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42
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한다. 동시에 상기 단말 또한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수신을 중단한다. 이후 2429단계에서 상기 단말과 기지국 B는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도 25는 본 발명의 제20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을 설명한 도면이다.

여기서 도 25의 (a)를 참조하여 비TSTD 단말이 TSTD 기지국 A에서 비TSTD 기지국 B로 이동할 때의 기지국 송신
과 단말기 수신방식을 설명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직전에는 32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가 비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신
호를 수신한다. 소프트 핸드오프중에는 360과 같이 상기 기지국 A와 B가 동일한 정보를 각각 하나의 안테나를 통해 매
크로 TSTD 방식으로 송신하고, 상기 단말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전송 경로에 상기의 핑거를 할당하여 번갈아 
가면 신호를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핑거 할당은 모두 2개가 된다. 소프트 핸드오프가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340과 같
이 상기 기지국 B는 비TSTD모드로 동작을 하고 상기 단말 역시 비TSTD모드로 신호를 수신한다.
    

    
도 25의 (b)는 상기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기지국과 단말간의 제어신호 및 트래픽신호의 흐름을 도시한다. 순차적으
로 신호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511단계는 TSTD 기지국 A와 비TSTD 단말이 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상기 통신 수행중에 상기 단말은 251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가 특정 기준값 이
하로 내려가는 지를 검사하여 핸드오프의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은 
상기 251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 기지국 A와 통신을 수행하며, 상기 핸드오프가 필요할 경우 상기 단말은 251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지국 A로 핸드오프를 요구한다. 이에 상기 기지국 A는 2517단계에서 상기 핸드오프 요구에 대한 확
인메세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단말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와 동시에 핸드오프 대상 기지국 B에 대한 정보와 상기 
기지국 A의 송신안테나중 비TSTD모드에서의 송신 안테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핸드오프 요구
에 대하여 기지국 A는 기지국 제어기(BSC)를 통하여 상기 기지국 B에서의 핸드오프 수용여부를 문의하여 핸드오프 가
부를 단말에 알려준다. 이 때 기지국 B도 2519단계에서 핸드오프 가부를 단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이후 소프트 핸
드오프 상태에 진입하면, 상기 기지국 A는 2521단계에서 매크로 TSTD 방식으로 신호를 송신하고, 동시에 상기 기지
국 B도 2523단계에서 동일한 신호를 상기 매크로 TSTD방식으로 송신한다. 이에 상기 단말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각각 핑거를 할당하여 신호를 수신한 다음 결합기를 통하여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품질에 비례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합산하여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때 상기 단말에 수신되는 상기 기지국 A로부터의 신호 품질이 특정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기 단말은 2525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A에 연결된 채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상
기 기지국 A는 2527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을 전송한 다음 채널을 단절한다. 상기 채널 해제 요구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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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은 2529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로 상기 매크로 TSTD 모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상기 기지국 B는 
2531단계에서 상기 요구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확인메시지를 수신한후 수신모드를 매크로 
TSTD 모드에서 비TSTD 모드로 전환한 후, 2523단계에서 상기 기지국 B와 비TSTD 모드로 통신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통신 품질 및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TSTD방식을 기지국에 도입할 경우에 다양한 상황
에 필요한 소프트 핸드오프 절차들을 제시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송신 다이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진입전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후 소정시간 경과후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과 상기 제2기지국이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3.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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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는 시분할 송신 다이버시티(TSTD,Time Switched transmission diversity)임을 특징으로 하
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시분할 송신 다이버시티는 두 안테나가 각각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신호를 송신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
프 수행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은 확산코드 길이의 정수배임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코드는 256칩 길이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9.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장치에 있어서,

핸드오프시, 상기 제1기지국은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제2기지국은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
하며, 상기 이동국은 상기 제1기지국이 송신하는 신호 및 상기 제2기지국이 송신하는 신호를 동시에 수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장치.

청구항 10.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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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는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고, 동시에 상기 제2기지국과는 비 송신 다
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1.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
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진입전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마이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고, 동시에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마이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
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2.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후 소정시간 경과후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마이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3.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 26 -



등록특허 10-0308900

 
청구항 14.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진입전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
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고, 동시에 상기 제2기지국과 마이크
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상기 마이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5.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고, 동시에 제2기지국과 마이크로 송
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
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다이버시티는 시분할 송신 다이버시티(TSTD,Time Switched transmission diversity)임을 특징으로 하
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시분할 송신 다이버시티는 두 안테나가 각각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신호를 송신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
프 수행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은 확산코드 길이의 정수배임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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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코드는 256칩 길이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0.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장치에 있어서,

핸드오프시, 상기 제1기지국은 비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제2기지국은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
신하며, 상기 이동국은 상기 제1기지국에서 송신하는 신호 및 상기 제2기지국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동시에 수신함을 특
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장치.

청구항 21.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2.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3.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마이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진입전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상기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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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비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5.

비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
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6.

비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7.

비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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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비 송신 다이버시
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29.

비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동시에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상기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청구항 30.

비 송신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이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1기지국에서 비 송신 다이버시티로 
신호를 송신하는 제2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프 수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제2기지국과 매크로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과,

핸드오프 완료시 상기 단말이 상기 제2기지국과 비 송신 다이버시티 모드로 통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핸드오프 수행방법.

 - 30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도면 1

 - 31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

 - 32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3

 - 33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4

 - 34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5a

 - 35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5b

 - 36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6

 - 37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6b

 - 38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7a

 - 39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7b

 - 40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8a

 - 41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8b

 - 42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9a

 - 43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9b

 - 44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0a

 - 45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0b

 - 46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1a

 - 47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1b

 - 48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2a

 - 49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2b

 - 50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3a

 - 51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3b

 - 52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4

 - 53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4b

 - 54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5a

 - 55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5b

 - 56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6a

 - 57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6b

 - 58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7a

 - 59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7b

 - 60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8a

 - 61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8b

 - 62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9a

 - 63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19b

 - 64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0a

 - 65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0b

 - 66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1a

 - 67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1b

 - 68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2a

 - 69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2b

 - 70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3a

 - 71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3b

 - 72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4a

 - 73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4b

 - 74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5a

 - 75 -



등록특허 10-0308900

 
도면 25b

 - 76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발명의구성및작용
	발명의효과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6
	도면6b
	도면7a
	도면7b
	도면8a
	도면8b
	도면9a
	도면9b
	도면10a
	도면10b
	도면11a
	도면11b
	도면12a
	도면12b
	도면13a
	도면13b
	도면14
	도면14b
	도면15a
	도면15b
	도면16a
	도면16b
	도면17a
	도면17b
	도면18a
	도면18b
	도면19a
	도면19b
	도면20a
	도면20b
	도면21a
	도면21b
	도면22a
	도면22b
	도면23a
	도면23b
	도면24a
	도면24b
	도면25a
	도면2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