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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방법

요약

해당 섹터들의 핸드 오프 관계에 따라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상기 이동 단말기는 액티브 셋 내의 인접하는 섹터들간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해

당하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에 포

함된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는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값

들을 생성한다.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의 값들 중 서빙 섹터에 해당하는 값이 타겟 섹터에 해당하는 값과 동일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는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로서 소프터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로서 소프트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사용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이동 단말기, 기지국 제어기, 채널 품질 지시자, 역 방향 채널 품질 지시자 채널, 차등 측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액티브 셋 내에서 서빙 섹터가 결정되고 관리되는 일 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셀 스위칭의 일 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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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섹터 A에서 섹터 B로 셀 스위칭 되는 경우의 역 방향 채널 품질 지시자 채널(R-CQICH)의 일 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액티브 셋의 개수가 N개인 경우에 있어서,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PDCH_GR

OUP_IDENTIFIER)을 생성하는 일 예를 보여주는 플로우 챠트이다.

도 5는 단말기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 파라미터 (PDCH_GROUP_IDENTIFIER)의 값을 이용하여 서빙 섹

터와 타겟 섹터가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 챠트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셀 스위칭시 셀 스위칭에 관련된 섹터들이 어떤 핸드 오프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1xEV-DV(1x Evolution-Data and Voice)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소프트 핸드 오프(soft handoff) 영역 또

는 소프터 핸드 오프(softer handoff) 영역에 있는 경우, 기지국이 순방향-패킷 데이터 채널(Forward-Packet Data 

Channel:F-PDCH, 이하에서 F-PDCH라 한다.)을 통해 순방향 링크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액티브 셋에 있는 섹

터들 중에서 서빙 섹터(serving sector)로만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한편, 채널 상황이 바뀌어서 상기 서빙 섹터의 변경이 요구되어지면 채널 상황이 가장 좋은 섹터(또는 타겟 섹터:targ

et sector)로 상기 서빙 섹터를 교체한 후 상기 교체된 타겟 섹터를 새로운 서빙 섹터로 사용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셀 스위칭이라 한다.

도 1은 액티브 셋(active set) 내에서 하나의 서빙 섹터가 결정되고 관리되는 일 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1에서, 이동 단말기는 인접 셋(또는 네이버 셋: neighbor set)에 있는 섹터들로부터 파일롯(pilot) 신호의 세기를 측

정하여 일정 임계 값(threshold value: T_ADD) 보다 큰지를 테스트한 후 상기 테스트에 통과하면 해당 섹터들의 파

일롯 신호의 세기에 관한 정보를 확장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EPSMM: Extended Pilot Strength Measurement M

essage)을 통해 기지국으로 알려준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수신된 파일롯 신호의 세기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섹터를 서빙 섹터로 결정하여 유니버설 핸드 

오프 지시 메시지(UHDM: Universal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알려준다. 이와는 반

대로, 상기 액티브 셋에 있는 섹터들로부터 파일롯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이 측정된 세기가 일정 임계 값(T_DROP)

보다 작은지를 테스트한 후 보다 작으면 상기 액티브 셋 내의 해당 섹터들의 파일롯 신호의 세기에 관한 정보를 확장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EPSMM: Extended 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e)을 통해 상기 기지국에 알려

주고, 상기 기지국은 수신된 파일롯 신호의 세기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섹터들을 인접 셋 (또는 네이버 셋)으로 결정

하여 상기 UHDM(Universal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에 알려준다.

또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해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섹터들로부터의 상기 파일롯 신호의 세기를 측

정하여 최적의 섹터를 상기 서빙 섹터로 선택하고 역방향 채널 품질 지시자 채널(R-CQICH: Reverse-Channel Qual

ity Indicator Channel)의 채널 품질 지시자 커버(CQI cover)를 통해 알려준다. 상기 CQI(Channel Quality Indicator

) 커버(cover)는 일종의 월쉬 코드(walsh code)로서 상기 액티브셋 내의 섹터를 구분하는 인자이다.

상기 R-CQICH를 통해 수신한 상기 CQI(Channel Quality Indicator) 커버(cover)가 자기 자신의 섹터를 나타내고 

있으면 그 해당 섹터는 자신이 상기 서빙 섹터(serving sector)로서 선택된 것을 인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한다.

도 1은 섹터 1이 서빙 섹터로 선택된 일 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셀 스위칭의 일 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공개특허 10-2004-0089312

- 3 -

도 2에서 이동 단말기는 현재 서빙 섹터인 섹터 2를 통해 패킷 데이터 1, 2 그리고 패킷 데이터 3을 수신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채널 R-CQICH의 상황이 변하여 상기 섹터 3을 상기 서빙 섹터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CQI 커버를 가지고 상기 섹터 3을 지시하여야 한다. 상기 서빙 섹터가 된 상기 섹터 3는 기지국 제어

기(BSC: Base Station Controller)로부터 패킷 데이터 4부터 수신하고 그 수신된 패킷 데이터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전송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서 올바르게 셀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해당 셀/섹터

들이 어떠한 핸드 오프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래 기술은 기지국 또는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영역들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지국과 단말기를 갖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시 셀 스위칭에 관련된 섹터가 어떤 핸드

오프영역에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네트워크 및 단말기에서 셀 스위칭 시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를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기지국에서 엑티브 셋내의 섹터들을 상호간 비교하여 각 섹터

마다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하는 스텝, 상기 섹터들의 설정된 값들을 상기 엑

티브 셋 내의 상기 인접하는 섹터들 간 셀 스위칭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지시에 해

당하는 필드(PDCH_GROUP_IND)와 상기 인접하는 섹터들 간 전력 제어 비트를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위한 

것으로 전력 결합 지시에 해당하는 필드(PWR_COMB_IND)를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스텝,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수신된 필드들 중 어느 하나의 필드내에 포함된 상기 설정된 값들을 이용

하여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생성하는 스텝,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의 상기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섹터들 중 서빙 섹터와 타겟 섹터가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있는지를 판단

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스텝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지시에 해당하는 필드가 수신되었을 

때 그 필드에 포함된 상기 설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값

들을 생성하고, 그리고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지시에 해당하는 필드가 

수신되지 않았을 때 상기 전력 결합 지시에 해당하는 필드 내에 포함된 상기 설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 데이

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생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른 방법은 액티브 셋 내의 인접하는 섹터들간 소프 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관

계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스텝, 상기 수신된 메시지에 포함된 파

라미터들의 값들을 이용하여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생성하는 스텝, 상기 생

성된 파라미터들의 값들 중 서빙 섹터에 해당하는 값과 타겟 섹터에 해당하는 값의 동일 유무에 따라 이들 섹터들이 

상호간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로서 소프트 스위칭 파라미터들 또는 소프터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 스텝을 포

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의 값들 중 서빙 섹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타켓 섹터에 해당하는 파라미

터 값과 동일할 때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로 판단되고, 그리고 다를 때는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는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 첨부된 도3, 도 4, 내지 도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서빙 섹터 A에서 타겟 섹터 B로 셀 스위칭 되는 경우의 역 방향 채널 품질 지시자 채널(R-CQICH)의 일 예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3에서 상기 R-CQICH의 프레임 길이는 20ms로서 16슬롯으로 구성된다. 상기 셀 스위칭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에

서 상기 프레임의 각 슬롯은 측정된 채널 상태 정보를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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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 예에서는 0으로 표시된 첫 번째 슬롯은 측정된 채널 상태 정보를 4 비트로 표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

하고, 이후의 슬롯들인1~ 15슬롯들은 현재 슬롯에서의 채널 상태가 바로 이전 슬롯에서의 채널 상태 보다 좋은지( 또

는 UP) 나쁜지( 또는 DOWN)를 1 비트로 표현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즉, 각 슬롯마다 차등 측정(D

M: differential Measurement)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프레임내의 모든 슬롯들은 현재의 서빙 섹터를 나타내는 인식자(identifier)로서 상기 CQI 커버를 사용한

다. 그러나, 상기 셀 스위칭 상태에서는 각 채널 프레임의 마지막 Ns (스위칭 슬롯의 수) 슬롯 동안에는 상기 채널 상

태와 관계없이 항상 UP명령(command)을 내리고, 그 해당 슬롯은 상기 타겟 섹터(즉, 다음 서빙 섹터가 될 섹터)를 

나타내는 상기 CQI 커버(cover)를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Nf (셀 스위칭을 위한 채널 프레임의 수) 프레임 동안 반

복된다.

한편, 상기 셀 스위칭 과정에서 사용되는 Ns와 Nf는 상기 해당하는 섹터들이 상기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인지 아니면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서, 상기 소프트 핸드 오프의 경우 상기 Ns로서는 소프트 스

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SLOTS)을 사용하며 상기 Nf로서는 소프트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NUM_SOFT_SWITCHING_FRAMES)을 사용하고,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의 경우 

상기 Ns로서는 소프터 스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SLOTS)을 사용하며, 그

리고 상기 Nf로서는 소프터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FRAMES)을 사

용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가 상기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파라미터는 상기 핸드 

오프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 또한 상기 소프트 핸드 오프인지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인지에 따라 달라 지는 값으

로서, 상기 소프트 핸드 오프의 경우에는 소프트 스위칭 지연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NUM_SOFT_SWITCHING_D

ELAY)을 사용하고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의 경우에는 소프터 스위칭 지연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NUM_SOFTER_

SWITCHING_DELAY)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들(NUM_SOFT_SWITCHING_SLOTS,NUM_SOFTER_SWITCHING_SLOTS, NUM_SOFT_

SWITCHING_FRAMES,NUM_SOFTER_SWITCHING_FRAMES,NUM_SOFT_SWITCHING_SLOTS_CHM,NUM_S

OFTER_SWITCHING_SLOTS_CHM,NUM_SOFT_SWITCHING_FRAMES_CHM,NUM_SOFTER_SWITCHING_F

RAMES_CHM,NUM_SOFT_SWITCHING_DELAY,그리고NUM_SOFTER_SWITCHING_DELAY)은 상기 ECAM(E

xtended Channel Assignment Message)과 상기 UHDM(Universal Handoff Direction Message)을 통해 상기 이

동 단말기에 전송되는 상기 핸드 오프에 관한 정보에 종속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해 선택적

으로 사용된다.

상기 NUM_SOFT_SWITCHING_SLOTS_CHM, NUM_SOFTER_SWITCHING_SLOTS_CHM, NUM_SOFT_SWIT

CHING_FRAMES_CHM, NUM_SOFTER_SWITCHING_FRAMES_CHM는 단말기가 콘트롤 홀드 모드(Contro Hold

Mode)에 있는 경우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의해 효율적으로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를 판단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엑티브 셋 내의 섹터들을 상호간 비교하여 각

섹터마다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한다.

상기 섹터들의 설정된 값들은 상기 엑티브 셋 내의 상기 인접하는 섹터들 간 셀 스위칭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것

으로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지시에 해당하는 제1파라미터(필드) (PDCH_GROUP_IND)와 상기 엑티브 셋 내의 상기 

인접하는 섹터들 간 전력 제어 비트를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위한 것으로 전력 결합 지시에 해당하는 제2파리

미터(필드) (PWR_COMB_IND)을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다.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제1

파라미터(PDCH_GROUP_IND)가 수신되었을 때 상기 이동 단말기는 그 필드에 포함된 상기 기지국에 의해 설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을 생

성한다.

한편,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가 수신되지 않았을 때, 상

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제2파라미터(PWR_COMB_IND) 내에 포함된 상기 설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을 생성하게 된다.

이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섹터들

중 서빙 섹터와 타겟 섹터가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그 판 단 결과에 따

라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선택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상기 소프트 핸드 오프와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의 구별과 관련하여 상기 기지국은 상기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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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파라미터(Parameter)(PDCH_GROUP_IND, PWR_COMB_IND)를 상기 ECAM(Extended Channel Assignment 

Message)과 상기 UHDM(Universal Handoff Direction Message)을 통해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는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인접 섹터들간 상기 셀 스위칭 용 파라미터

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1 비트의 파라미터이다. 상기 1 비트는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첫번째 섹터에 대한 값은

0이고, 다음 섹터부터는 이전의 섹터와 비교하여 서로 상기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으면 0으로 설정되고, 그리고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으면, 1로 설정된다.

상기 제2파라미터(PWR_COMB_IND)는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인접 섹터들간 전력 제어 비트를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1 비트의 파라미터이다. 이 1 비트 또한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첫번째 섹터에 대한 값은 0이고

, 다음 섹터부터는 이전의 섹터와 비교하여 서로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으면 0으로 설정되고, 그리고 상기 소프

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으면 1로 설정된다. 이 제2파라미터(PWR_COMB_IND)는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

IND)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지 않은 경우, 상기 셀 스위칭 용 파라미터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일 예로, 상기 액티브 셋에 있는 섹터들이 A1, A2, B2, C3라고 가정하면, 이 때 상기 A1 섹터와 A2 섹터만 서로 소프

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상호간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 때, 상기 제1또는 제2파라미터(

PDCH_GROUP_IND 또는 PWR_COMB_IND)의 값은 다음 식(1)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A1:0, A2:1, B2:0, C3:0 (1)

한편,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는 수신된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 또는 상기 제1파라미터(PWR_COMB

_IND)의 값을 이용하여 해당 섹터들이 상호간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인지 아니면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인지를 

결정하고 나서 상기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결정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기 내에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PDCH_GROUP_IDENTI

FIER)를 새로이 정의하고 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해당 섹터들이 상기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인지 또는 상기 소

프터 핸드 오프 관계인지를 판별한다.

도 4는 액티브 셋의 개수가 N개인 경우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PDCH

_GROUP_IDENTIFIER)을 생성하는 일 예를 보여주는 플로우 챠트이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이동 단말기는 먼저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가 수신되었으면, 하나의 해당 섹터가 상기 액티브 셋의 첫 번째 섹터인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상기 해당 섹터가 첫 번 째 섹터이면,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1))의 값은 0

이 된다. 한편, 상기 해당 섹터가 상기 첫 번째 섹터가 아니면, 상기 해당 섹터( 상기 액티브 셋내의 i 번째 섹터라 가

정한다)의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i))의 값을 판단하여 그 값이 1이면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

_IDENTIFIER(i))의 값은 i-1번째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i-1))와 같은 값으로 결정되고, 0이면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i))의 값은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i-1))보다 1 만큼 더

큰 값이 된다.

한편, 상기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지 않았으면, 상기 이동 단말기는 해당 

섹터가 상기 액티브 셋의 첫 번째 섹터인지를 판단하여 첫번째 섹터이면 PDCH_GROUP_IDENTIFIER(1)값은 0 이 

된다. 그러나, 상기 해당 섹터가 상기 첫 번째 섹터가 아니면, 상기 해당 섹터의 상기 제2파라미터(PWR_COMB_IND(

i))의 값을 판단하고, 그 값이 1이면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i))의 값은 이전 파라미터인 i-1 번

째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i-1))의 값과 같은 값으로 결정되고, 상기 제2파라미터(PWR_COMB_IND

(i))의 값이 0이면,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i))의 값은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

ER(i-1))의 값보다 1 만큼 더 큰 값으로 결정된다.

일 예로서, 상기 액티브 셋에 있는 섹터들이 A1, A2, B2, C3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상기 수신된 제1및제2파라미터

들(PDCH_GROUP_IND amp; PWR_COMB_IND) 값들이 각각 아래의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A1:0, A2:1, B2:0, C3:0 (2)

이 때, 상기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가 3 비트로 구성된다면, 상기 파라미터들(PDCH_GROUP_IDE

NTIFIER) 값은 아래의 식(3)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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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H_GROUP_IDENTIFIER(A1):000,

PDCH_GROUP_IDENTIFIER(A2):000,

PDCH_GROUP_IDENTIFIER (B2):001,

PDCH_GROUP_IDENTIFIER(C3):010 (3)

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액티브 셋의 섹터들에 대한 상기 파라미터들(PDCH_GROUP_IDENTIFIER)의 값이 

결정되면, 상기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결정된 값들에 따라서 상기 셀 스위칭에 관계된 섹터들

인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가 서로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상기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셀 스위칭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결

정할 수 있다.

도 5는 이동 단말기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 파라미터 (PDCH_GROUP_IDENTIFIER)의 값을 이용하여 서

빙 섹터와 타겟 섹터가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 

챠트이다.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서빙 섹터의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serving sec

tor))와 상기 타켓 섹터의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target sector))를 비교하여 이들이 서로 동일한 같

은 값이면,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는 상호간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로 다른 값

이면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는 상호간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가 상호간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이동 단말기는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로서 소프트 스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

WITCHING_SLOTS), 소프트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FRAMES), 콘트

롤 홀드 모드에서의 소프트 스위칭 슬롯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SLOTS_CHM), 콘트롤

홀드 모드에서의 소프트 스위칭 프레임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FRAMES_CHM), 그리

고 소프트 스위칭 지연 수 에 해당하는 파라미터(NUM_SOFT_SWITCHING_DELAY)를 사용한다.

한편,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가 상호간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상기 이동 단말기

는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 로서 소프터 스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

NG_SLOTS), 소프터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FRAMES), 콘트롤 홀

드 모드에서의 소프터 스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SLOTS_CHM), 콘트롤 

홀드 모드에서의 소프터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FRAMES_CHM), 그

리고 소프터 스위 칭 지연 수 에 해당하는 파라미터(NUM_SOFTER_SWITCHING_DELAY)를 사용한다.

발명의 효과

식별자(PDCH_GROUP_IDENTIFIER)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이 파라미터의 값을 이용하여 관련된 섹터들

이 상호간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셀 스위칭 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져

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에서 엑티브 셋내의 섹터들을 상호간 비교하여 각 섹터마다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해당하

는 값을 설정하는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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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섹터들의 설정된 값들을 상기 엑티브 셋 내의 상기 인접하는 섹터들 간 셀 스위칭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제

1파라미터를 단말기로 전송하는 스텝;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제1파라미터내에 포함된 상기 설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패킷 데이

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을의 값들을 생성하는 스텝;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상기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섹터들 중 서빙 섹터와 타겟 섹

터가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제1파라미터는 1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

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파라 미터들는 액티브셋내의 인접섹터간 셀 스위칭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P

DCH_GROUP_IN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파라미터는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첫번째 섹터에 대한 값은 0으로, 다음 섹터부터는 그 이전

의 섹터와 비교하여 소프트 핸드 오프이면 0그리고 소프터 핸드 오프이면 1값으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을의 값들

을 생성하는 스텝에서, 하나의 해당 섹터가 상기 액티브 셋의 첫 번째 섹터인지를 판단하여 첫 번째 섹터이면 PDCH_

GROUP_IDENTIFIER(섹터 1)의 값은 0 으로 결정 되고, 다른 각 해당 섹터(섹터 i)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PDCH_GR

OUP_IND(섹터 i)의 비트가 1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DCH_GROUP_IDENTIFIER(섹터 i)의 값은 이전 파라미터 PDC

H_GROUP_IDENTIFIER(섹터 i-1)과 같은 값으로 결정되고, 상기 해당하는 PDCH_GROUP_IND(섹터 i)의 비트가 0

인 경우에는 상기 PDCH_GROUP_IDENTIFIER(i)의 값은 상기 이전 파라미터 PDCH_GROUP_IDENTIFIER(i-1)의 

값 보다 1만큼 더 큰 값으로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 중 서빙 섹 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PDCH_

GROUP_IDENTIFIER(서빙 섹터)의 값이 타켓 섹터에 해당하는 PDCH_GROUP_IDENTIFIER(타겟 섹터)의 값과 동

일할 때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로 판단되고, 그리고 다를 때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는 소프트 핸드 오프 관

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7.
기지국에서 엑티브 셋내의 섹터들을 상호간 비교하여 각 섹터마다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해당하

는 값을 설정하는 스텝;

상기 섹터들의 설정된 값들을 상기 엑티브 셋 내의 상기 인접하는 섹터들 간 셀 스위칭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제

1파라 미터와 상기 엑티브 셋 내의 상기 인접하는 섹터들 간 전력 제어 비트를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위한 제2

파라미터를 소정의 메시지를 통해 단말기로 전송하는 스텝;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파라미터가 수신되었을 때 그 필드에 포함된 상기 설정된 값들을 이

용하여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을 생성하는 스

텝;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파라미터가 수신되지 않았을 때 상기 제2파라미터에 포함된 상기 설

정된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을 생성하는 스텝;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섹터들 중 서빙 섹터와 타겟 섹터가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스텝; 그리고



공개특허 10-2004-0089312

- 8 -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

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메시지는 확장 채널 할당 메시지(ECAM)와 유니버설 핸드 오프 지시 메시지(UHDM) 중

적어도 하나임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제1및/또는 제2파라미터들은 각각 1비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파라미터는 액티브셋내의 인접섹터간 전력제어 비트를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위해 

사용되는 PWR_COMB_IND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제1및 제2파라미터들은 상기 액티브 셋 내의 첫번째 섹터에 대한 값은 0으로, 다음 섹

터부터는 그 이전의 섹터와 비교하여 소프트 핸드 오프이면 0, 그리고 소프터 핸드 오프이면 1값으로 설정됨을 특징

으로 하 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 의 값

들을 생성하는 스텝에서, 하나의 해당 섹터가 상기 액티브 셋의 첫 번째 섹터인지를 판단하여 첫 번째 섹터이면 첫 번

째 파라미터(PDCH_GROUP_IDENTIFIER(섹터 1))의 값은 0 으로 결정 되고, 다른 각 해당 섹터들(섹터 i)에 대해서

는 해당하는 제1파라미터들 (PDCH_GROUP_IND(섹터 i)) 또는 해당하는 제2파라미터들 (PWR_COMB_IND)(섹터 i)

의 비트가 1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파라미터 (PDCH_GROUP_IDENTIFIER(섹터 i))의 값은 이전 파라미터 (PDCH_G

ROUP_IDENTIFIER)(섹터 i-1))과 같은 값으로 결정되고, 상기 해당하는 제1파라미터(PDCH_GROUP_IND(섹터 i)) 

또는 해당하는 제2파라미터(PWR_COMB_IND(섹터 i)의 비트가 0인 경우에는 상기 PDCH_GROUP_IDENTIFIER(i)

의 값은 상기 이전 파라미터 (PDCH_GROUP_IDENTIFIER(i-1))의 값 보다 1만큼 더 큰 값으로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 중 서빙 섹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PDCH_G

ROUP_IDENTIFIER(서빙 섹터)의 값이 타켓 섹터에 해당하는 PDCH_GROUP_IDENTIFIER(타겟 섹터)의 값과 동일

할 때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로 판단되고, 그리고 다를 때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는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4.
액티브 셋 내의 인접하는 섹터들간 소프트 핸드 오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는 파라미터

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스텝;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에 포함된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이용하여 패킷 데이터 채널 그룹 식별자에 해당하

는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을 생성하는 스텝;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의 값들 중 서빙 섹터에 해당하는 값과 타겟 섹터에 해당하는

값의 동일 유무에 따라 이들 섹터들이 상호간 소프트 핸드 오프 관계 또는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

는 스텝; 그리고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로서 소프트 스위칭 파라미터들 또는 소프터 스위칭 파라미터들

을 사용하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파라미터들 (PDCH_GROUP_IDENTIFIER) 중 서빙 섹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PDC

H_GROUP_IDENTIFIER(서빙 섹터))의 값이 타켓 섹터에 해당하는 (PDCH_GROUP_IDENTIFIER(타겟 섹터))의 값

과 동일할 때 소프터 핸드 오프 관계로 판단되고, 그리고 다를 때는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는 소프 트 핸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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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가 상호간 소프트 핸드오프로 결정될 때,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로서 소프트 스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SLOTS), 소프트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NUM_SOFT_SWITCHING_FRAMES), 콘트롤 홀드 모드에서의 소프트 스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SLOTS_CHM), 콘트롤 홀드 모드에서의 소프트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FRAMES_CHM), 소프트 스위칭 지연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_SWITCHING_DELAY)를 사용하고, 그리고

상기 서빙 섹터와 상기 타겟 섹터가 상호간 소프터 핸드 오프로 결정될 때, 상기 셀 스위칭을 위한 파라미터들로서 소

프터 스위칭 슬롯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SLOTS), 소프터 스위칭 프레임 수에 해당

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FRAMES), 콘트롤 홀드 모드에서의 소프터 스위칭 슬롯수 에 해당하

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SLOTS_CHM), 콘트롤 홀드 모드에서의 소프터 스위칭 프레임수에 해

당하는 파라미터 (NUM_SOFTER_SWITCHING_FRAMES_CHM), 소프터 스위칭 지연 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NU

M_SOFTER_SWITCHING_DELAY)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

택하는 방법.

청구항 17.
액티브 셋내의 인접 섹터간 핸드오프 구별에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터을 이용하여 제3파라미터들의 값을 생성하는 스텝;

상기 생성된 제3파라미터들 각각의 값을 통해 소정의 핸드오프관계를 판단하는 스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3파라미터들은 패킷데이터채널 그룹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데이터채널 그룹 식별자는 PDCH_GROUP_IDENTIFER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3파라미터들은 적어도 3비트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

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3파라미터는 이동단말기에서 정의되고,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기지국에서는 핸드오프 구별과 관련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라 미터들을 소정의 메시지를 통해 

상기 이동단말기로 전송하는 스텝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

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23.
23.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들은 PDCH_GROUP_IND및/또는 PWR_COMB_IN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PDCH_GROUP_IND는 액티브 셋 내의 인접섹터간 셀 스위칭 파라미터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1비트의 파라미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셀 스위칭용 파라미터들을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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