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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음영지역이나 핸드오프 영역에서 단말기의 대기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퀵페이징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

기모드의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와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퀵

페이징 신호를 수신하여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측정한다.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미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

가 유실된 것으로 결정하고,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상기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기지국은

대기모드의 단말기에 의하여 측정된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수신하고,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미

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파일럿 채널과 퀵

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한편 단말기는 상기 페이징 지시비트가 소정 회수만큼 연속해서 유실되면 퀵페

이징 채널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상기 보고를 중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quick paging, shadowing are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2개의 지시비트들을 사용하는 퀵페이징 채널의 동작원리를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의 퀵페이징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의 퀵페이징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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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퀵페이징 채널과 페이징 채널의 타이밍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퀵페이징 타임슬롯내의 페이징 지시비트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음영지역이나 핸드오프 영역에서 단말기의 대기시간을 향상시키

기 위한 퀵페이징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제시한 제3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준수하는 이동

통신 1x 다중캐리어(Multiple Carrier: MC) 방 식의 코드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시

스템은, 153.6kbps 이상의 고속 패킷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비해 작은 공간을 차지하

면서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세트를 제공하며 긴 통화시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속의 전방향 전력제어, 새

로운 변조 및 부호화 체계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서 기존 시스템에 비해 2배의 성능을 가진다.

특히 제3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단말기는 퀵페이징 채널(Quick Paging Channel: QPCH)을 사용하여 통화대기시간을

향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세대 방식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페이징 채널 상에서 연속되는 동일간격(예를 들

어 80ms)의 타임슬롯들 중 정해진 순번의 타임슬롯에 할당된다. 페이징 채널의 타임슬롯은 기지국으로부터 단말기로

전송되는 각종 제어 메시지, 예를 들어 착신호출 메시지(Paging Message) 등을 싣고 있다. 이때 단말기는 자신에게 

할당된 타임슬롯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한 타임슬롯 이전에 깨어나야(wake-up) 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퀵페이징

은 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고 또한 페이징 지시비트(Paging Indicator Bit)를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단말기가 깨어나

는 시간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대기모드에서 단말기의 전력소모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도 1은 2개의 지시비트들을 사용하는 퀵페이징 채널의 동작원리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이를 참조하면, 사용자나 시스

템으로부터 어떠한 요구도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단말기는 불필요한 전력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모드(idle m

ode)에서 슬림(sleep) 상태(3)를 유지한다. 기지국은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제1 지시비트(1)와 제2 지시비트(2)를 소

정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단말기는 이를 수신하여 복조하고 그 값을 판단한다. 그 결과 제1 지시비트 1과 

제2 지시비트 2의 값이 모두 '1'이거나 또는 모두 유실(erasure)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말기는 자신의 타임슬롯

을 읽기 위해 깨어나서(웨이크-업 상태 4) 페이징채널의 해당 타임슬롯을 복조한다.

여기서 지시비트를 유실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단말기에서 수신한 파일럿채널(pilot channel)의 신호세기가 이용된

다. 이는 기지국에서 송신하는 파일럿채널의 신호세기가 다른 채널들의 송신 신호세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

이다. 하기의 수학식 1은 지시비트의 유실을 판단하는 조건식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수학식 1

pilot_Ec/Io〈 -10dB

여기서 Ec는 파일럿 채널의 칩 에너지이고 Io는 전체 수신전력을 나타낸다.

한편, 건물과 지하도가 많고 도로가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단말기는 종종 전파가 수신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수신되

는 음영지역에 있게 될 수 있다. 다른 경우 단말기는 이웃한 기지국 영역과의 경계인 핸드오프 영역에 있게 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단말기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수학식 1을 만족하는 상황(즉 유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때마다 단말기는 웨이크업 모드로 진입하여 페이징채널의 복조를 반복 수행한다. 그런데 종래기술에 의한 퀵페이

징은 음영지역 또는 핸드오프 영역에서 일어나는 잦은 웨이크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

로 퀵페이징의 효율을 감소시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단말기의 잦은 

페이징 타임슬롯 복조시 기지국에서 퀵페이징 채널의 전력을 제어하여 퀵페이징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음영지역 또는 핸드오프 지역에서 퀵페이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

모드에서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와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퀵페이징 신

호를 수신하여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를 미리 정해지는 소

정의 임계값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상기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퀵

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된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상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음영지역내의 단말기를 위한 기지국의 퀵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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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모드의 단말기에 의하여 측정된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미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파일럿 채널과 퀵페이징 채널의 송 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후술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에 따르면, 음영지역 또는 핸드오프 지역에서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되는 경우 단말기는 이를

기지국으로 보고하여 퀵페이징 채널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징 지시비트가 정상적으로 수

신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단말기는 퀵페이징 채널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중단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셀 A(1)는 기지국(

Base Station: BS) A(3)에 의하여 서비스되고 셀 B(6)는 기지국(BS) B(4)에 의하여 서비스된다. 제1 단말기(1)는 셀 

A 내의 음영지역에 위치하고 제2 단말기(2)는 셀 A(5)와 셀 B(6)가 중첩되어 있는 핸드오프 영역에 위치한다. 이러한

단말기들(1)(2)은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페이징 지시비트들을 유실하기 쉽게 되고, 심각한 경우 모든 페이

징 타임슬롯을 복조하게 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의 구체적인 동작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은 대기상태의 단말기의 퀵페이징 성능을 개선시키

기 위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대기상태의 단말기는 음영지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핸드오프 지역에 위치한다 하

더라도 단지 하나의 기지국에만 동조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대기상태에 있는 단말기와 상기 단말기가 동조되어 있는

기지국 상호간의 동작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의 퀵페이징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로서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작의 실

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과정(S110)에서 대기모드의 단말기는 현재 동조되어 있는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

의 세기(pilot_Ec/Io)와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퀵페이징 신호(qpch_Ec/Io)의 세기를 각각 측정한다. 단계(S

120)에서 상기 측정된 파일럿 신호세기는 미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 예를 들어 -10dB와 비교된다. 상기 측정된 

파일럿 신호세기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면 단말기는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페이징 지시비트들이 유실되지

것으로 판단하고 과정(S130)으로 진행한다. 반면에 초과하지 않으면 과정(S160)으로 진행한다.

과정(S130)에서 단말기는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퀵페이징 채널을 복조하여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를 검출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

트는 과정(S140)에서 단말기의 웨이크-업이 요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만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

이징 지시비트가 모두 '1'이면, 즉 웨이크-업을 요구하는 값이면, 과정(S150)에서 단말기는 웨이크-업 상태로 진입하

여 해당하는 페이징 타 임슬롯을 복조한다. 반면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모두 '1'이 아니면, 즉 웨이

크-업을 요구하는 값이 아니면, 단말기는 슬림 상태를 유지하고 과정(S110)으로 복귀한다.

한편, 과정(S160)에서 단말기는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된 것으로 판

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연속으로 유실된 회수가 소정의 회수 N회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상기 유실된 회수가 N회를 초과하면, 단말기는 퀵페이징 채널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정(S110)

으로 복귀한다. 반면에 만일 N회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정(S170)에서 단말기는 퀵페이징 채널의 복구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하고 상기 측정된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이때 상기 측정된 파일럿 신

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는 예를 들어 IS-95A,B에 의해 정해진 포맷을 가지는 PSMM(Pilot Strength Measurem

ent Message)에 실려 전송된다. 이후 단말기는 과정(S50)으로 진행하여 웨이크-업하고 해당하는 페이징 타임슬롯을

복조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의 퀵페이징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로서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작의 실

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과정(S210)에서 기지국은 단말기에 의하여 측정된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수신한다. 과정(S220)에

서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는 미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 예를 들어 -10dB와 비교된다. 여기서 상기 임계값은 단말

기에서 파일럿 신호세기를 비교하는 임계값과 동일하다. 만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면 기지

국은 과정(S210)으로 복귀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정(S230)에서 기지국은 단말기가 음영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

단하고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파일럿 채널과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 전력을 제

어한다.

이때 전력제어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예로서, 기지국은 파일럿 채널의 송신전력과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각각 

소정 단위만큼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파일럿 채널의 송신전력이 1dB만큼 증가되었다면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은

0.5dB만큼 증가된다. 이에 따른 퀵페이징 채널과 페이징 채널의 타이밍을 도 5에 나타내었으며 퀵페이징 타임슬롯내

의 페이징 지시비트를 도 6에 나타내었다. 도 5를 보면, 페이징 채널의 타임슬롯은 퀵페이징 채널의 타임슬롯보다 20

ms만큼 지연되어 전송된다. 이는 단말기가 페이징 채널의 타임슬롯을 복조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퀵페이징 

채널의 페이징 지시비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지국은 80ms 길이의 퀵페

이징 채널의 각 타임슬롯에서 페이징 지시비트가 위치하는 시간구간의 전력만을 증가시켜 송신한다. 이는 퀵페이징 

채널 전체의 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비하여 기지국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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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징 채널의 다음번 타임슬롯을 참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 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

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음영지역에서 단말기가 참조하는 퀵페이징 채널의 전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단말기가 퀵페이징 기능을 정상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종래 기술에서는 단말기가 대기모드의 퀵페이징 모드에 있을 경우 단말기의 수신 

상황에 따른 변화를 기지국에게 보고하여 기지국의 송신전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없었으나, 본 발명의 알고리즘을 이

용하면 단말기의 수신성능이 열악할 때 기지국에 요구하여 단말기의 수신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로써 단말기의 

대기모드 중 수신성능이 열악해져도 퀵페이징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단말기의 슬림시간을 증가시키고 결과적

으로 단말기의 전력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영지역내의 단말기에 의한 퀵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대기모드에서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와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퀵페이징

신호를 수신하여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를 미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상기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적

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된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상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연속으로 유실된 회수를 미리 정해지는 소정 회수와 비교

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된 회수가 상기 소정 회수를 초과하면 퀵페이징 채널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보고를 중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상기 소정의 임계값을 초과하면 상기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웨이크-업을 요구하는 값을 가지면, 웨이크-업 모드로 진입하여 상기 기지국

으로부터 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해당 페이징 타임슬롯을 복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4.
음영지역내의 단말기를 위한 기지국의 퀵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대기모드의 단말기에 의하여 측정된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미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파일럿 채널과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채널과 상기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송신

전력과 상기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각각 소정 단위만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퀵페이징 채널에서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전송되는 구간의 송신전력만을 증가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음영지역에서의 퀵페이징 방법에 있어서,

대기모드의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파일럿 신호와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퀵페이징 신호를 수신하여 파일럿 신호세기와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미리 정해지는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퀵페이징 채널을 통해 수

신되는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된 것으로 결정하고,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

페이징 신호세기를 상기 기지국으로 보고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세기를 수신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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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일럿 신호세기가 상기 소정의 임계값 이하이면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파일럿 신호세기와 상기 퀵페이징 신호

세기를 이용하여 상기 파일럿 채널과 상기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연속으로 유실된 회수를 미리 정해지는 

소정 회수와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유실된 회수가 상기 소정 회수를 초과하면 퀵페이징 채널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보고를 중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채널과 상기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과정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송신

전력과 상기 퀵페이징 채널의 송신전력을 각각 소정 단위만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퀵페이징 채널에서 적어도 하나의 페이징 지시비트가 전송되는 구간의 송신전력만을 증가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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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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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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