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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과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섹터화된 셀 세트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

제 2 도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셀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

제 3 도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셀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를 채용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셀룰러 무선통신 시스템
에서 통신 채널 부하를 동적으로 분배하는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의 목적은 한 지점에 위치한 장소에서 얼마간의 떨어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점에 
위치한 유저(user)목적지까지 정보를 담은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다.통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3개의 기본
적 요소: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이루어진다. 송신기는 채널상의 송신에 알맞는 형태로 메세지 신호를 처
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세지 신흐를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을 변조(modulation)라 칭한다. 채널의 기능
은송신기 출력과 수신기 입력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을 제공한다. 수신기의 기능은 원래 메세지 신호의 예
상치를 만들기 위해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다. 수신된 신호의 이러한 처리는 복조(demodulation)로 
언급된다.

두가지 유형의 두가지 방식(two-way) 통신 채널이 존재한다. 즉, 지점간 채널(point-to-point channe)과 
포인트-대-멀티포인트 채널(point-to-multipoint channeI). 지정간 채널의 예는 유선(예를 들어 국지 전
화전송), 마이크로 웨이브 링크 및 광섬유를 포함한다. 포인트-대-멀티포인트 채널은 많은 수신국이단일 
송신기(예를 들어, 셀룰러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로부터 동시에 도달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포인
트-대-멀티포인트 시스템은 역시 다중 어드레스 시스템(Multiple Address Systems:MAS)으로 불린다.

통신  시스템에서,  두개의  주요한  통신  자원이  채택된다.  즉  송신된  평균  출력과  채널  대역(channel 
bandwidth). 송신된 평균 출력은 송신된 신호의 평균 출력이다. 채널 대역은 채널이 신호 전송을 만족할
만한 충실도(fidelity)로 취급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시스템 설계 목적은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이러한 두가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채널에서 한가지 자원은 다른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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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생각되어진다.  그래서,  통신  채널을  출력  제한(power-limited)  또는  대역 -제한(band-
limited)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전화 회로는 통상적인 대역-제한 채널인 반면에 우주 통신 링크, 또
는 인공위성 채널은 통상적으로 출력 제한이다.

수신기의 규졍된 잡음 특성 때문에 송신된 출력은 중요하고 그것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허용할 수있
는 분리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규겅된 거리와 수신기의 규정된 잡음 특성에 대
해 가용한 송신된 출력은 수신기 입력단에서 신호대 잡음비(S/N비)를 결정한다. 계속하여 이것은 수신기
의잡음 성능을 결정한다. 성능이 일정한 설계 레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채널상의 메세지 신호 송신은 
만족할만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게다가, 메세지 신호를 특징지우는 규정된 대역의 주파수 때문에 채널 대역은 중요하고 이것이 채널상에 
멀티플렉싱될 수 있는 그러한 메세지 신호의 수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통신 채널과 공유해야하는 규정된 
다수의 독립적인 메세지 신호에 대해, 채널 대역은 구별할 수 있는 왜곡없이 각각의 메세지 신호의 전송
에할당된 대역의 주파수를 결정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탈 전송 방법은 통신 채널상에 메세지 신호를 전송하는데 이용된다. 디지탈 방법의 사용
은 아날로그 방법에 비해 여러가지 동작상의 장정을 제공하여서 이것은 채널 잡음과 간섭에 대한 제거, 
시스템의 유연한 동작, 다른 종류의종류의 신호 전송에 대한 공통적인 포맷(format), 암호 사용을 통한 
개선된 통신 비밀 방지 및 증가된 용량을 포함하고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정은 늘어나는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얻어진다. 그러나,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 기술을 사용하
여 하드웨어를 만드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통신 채널상에서 메세지 신호를 송신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디지탈 송신 방법이 펄스 코드 변조(PCM)이
다. PCM으로 메세지 신호는 샘플링되고 양자화되어 부호화된다. 샘플링 동작은 일정하게 자리잡은 순간의 
시간에서 취해진 일련의 샘플에 의한 메세지 신호를 나타낸다. 양자화는 유한 세트의 표시 레벨로부터 선
택된 가장 가까운 값으로 각 샘플의 크기를 잘라낸다. 샘플링과 양자화의 조합은 메세지 신호 전송에 대
한 코드(예를 들어,2진 코드)의 사용을 허용한다. 다른 형태의 디지탈 송신은 통신 채널상에서 메세지 신
호를 송신하는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메세지 신호가 제한 대역 채널상에서 디지탈적으로 송신될때, 심
볼사이의 간섭(interfercnce)으로 알려진 한가지 형태의 간섭이 일어난다. 제어안된 상태로 있는 심볼사
이 간섭의 효과는 디지탈 데이타가 채널상에서 에러없이 송신되는 비율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신호
사이 간섭의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것은 2진 심볼 1 또는 0을 나타내는 송신된 펄스를 주의깊게 형상화함
으로서제 어 된 다.

더욱이, 대역 통신 채널상에 메세지 신호(아날로그 또는 디지탈)를 송신하기 위해, 메세지 신호는 채널상
에서 효과적인 메세지알맞는 형태로 조작되어야 한다. 메세지 신호를 변경하는 것은 변조로 불리는 과정
을 통해 실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변조된 파의 스펙트럼이 할당된 채널 대역과 매칭되는 식으로 메세지 
신호에 따른 캐리어파의 어떤 변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신기는 채널을 통해 전파한 후 저하된 
버젼의 송신된 선호로부터 윈래의 메세지 신호를 다시 만드는데 필요하다. 다시 만드는 것은 복조로 알려
진 공지된 과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복조는 송신기에 사용된 변조과점의 역이다.

효과적인 송신 제공에 부가하여, 변조를 실행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특히, 변조를 하는 것은 
멀티플렉싱. 즉 공통채널상에서 여러 매지원으로부터 신호의 동시 송신을 가능하게 한다. 역시, 변조는 
메세지 신호를잡음과 간섭에 덜 영향받는형태로. 변환한다.

멀티플렉싱된 통신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많은 원격 장치(즉 가입자장치)로 이루어지고 상
기 원격장치는 항상 통신 채널상에서 계속적인 서비스 보다는 짧거나 불연속적인 간격의 시간 동안 채널
상에서 능동적인 서비스를 요한다. 그러므로, 통신 시스템은 같은 통신 채널상에서 짧은 시간 간격동안 
많은 원격 장치와 통신하는 특성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중 억세스 통신 시스템으
로일컬어진다.

다중 억세스 통신 시스템의 한가지 유형은 주파수 분할 다중 억세스(FDMA) 시스템이다. FDMA 시스템에서, 
통신 채널은 여러개의 좁은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된다. 개별적인 통신 채널 링크는 이러한 좁은 주파수 
대역중 하나 안에서 두개 통신 장치 사이에 설정된다. 두개 통신 장치가 신호를 송수신하는 동안에 이러
한 통신 링크는 불연속적인 시간 동안 유지된다. 두개 통신 장치 사이의 특별한 통신 링크 동안에, 통신 
시스템은 다른 통신 장치가 통신 채널내의 좁은 주파수 대역에 억세스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신 채널은특
별한 통신 링크에서 통신 장치에 의해 이용된다.

다중 억세스 통신 시스템의 다른 유형은 시간 분할 다중 억세스(TDMA) 시스템이다. TDMA 시스템에서, 통
신 채널은 시간 편린(slice)의 시간 프레임(time frame)으로 분할되어 두개 통신 장치 사이의 통신 링크
가 동일한 통신 채널에 동시에 다른 시간 편린으로 존재하도록 한다. 이것은 시간 프레임의 특별한 시간
편린을 특별한 통신 링크에 할당하고 다른 시간 편린을 다른 통신 링크에 할당하므로서 이루어진다. 두개
통신 장치 사이에 이러한 특별 통신 링크 동안에, 통신 시스템은 다른 통신 장치 통신 채널내의 시간 편
린의 시간 프레임에 억세스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기 통신 채널은 특별한 통신 링크에서 통신 장치에 의해 
이용된다.

더욱이, 다중 억세스 통신 시스템의 다른 유형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spread spectrum 
system)이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송신된 신호가 통신 채널내에서 넓은 주파수 대역상에 퍼지
는 것을 변조기술은 이용한다. 주파수 대역은 보내고 있는 정보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최소 대역보다 더 
넓다. 예를 들어, 음성 신호는 정보 자체의 것의 두배 대역의 진폭 변조(AM)로 보내질 수 있다. 낮은 편
차 주파수 변조(FM) 또는 단일 측대역 AM 같은 다른 형태의 변조는 역시 정보가 정보 자체의 대역과 비교
할만한 대역에서 송신되도록 한다. 그러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송신될 신호 변조는 종종 수 
킬로헤르츠의대역으로 베이스 밴드 신호(예를 들어, 음성채널)을 취하고 송신될 신호를 메가혜르츠인 주
파수 대역상에분배한다. 이것은 송신될 신호를 송신될 정보와 광대역 인코딩 신호로 변조하므로서 실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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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A와 TDMA 시스템과 달리,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신호는 잡음 출력이 신호 출력보다 더높은 채
널로 송신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을 사용한 메세지 신호의 변조와 복조는 신호대 잡음 이득(gain)
을 제공하여 잡음있는 통신 채널로부터 메세지 신호가 회복되도록 한다.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신호대 잡
옴 비율이 더 큰 것은 다음과 같다.(l) 메세지 신호를 낮은 비율의 에러로 송신하는데 필요한 대역을더 
작게함.(2) 메세지 신호를 주어진 대역상에서 낮은 비율의 에러로 송신하는데 필요한 송신된 평균 출력을 
더 작게함.

3가지의 일반적인 유형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기술에 존재한다:

디지탈 코드 시퀀스와 비트율(bit rate)이 정보 신호 대역보다 더 높은 디지탈 코드 시퀀스에 의한 캐리
어 변조. 그러한 시스템은 '직접 시퀀스' 변조 시스템으로 언급된다.

코드 시퀀스에 의해 지시된 패턴으로 불연속적인 증가를 하는 캐리어 주파수 이동. 이러한 시스템은 ''주
파수 호퍼(freqiemcy hoppers)'로 불린다. 송신기는 어떤 소정의 세트내에서 주파수마다 정프한다;주파수
사용순서는 코드 시퀀스로 결정된다. 유사하게 '시간 호핑'과 '시간-주파수 호핑'은 코드 시퀀스에 의해
제어되어 여러번의 송신을 한다.

캐리어가 주어진 펄스 간격동안에 광대역 상을 휩쓰는 펄스-FM(Pulse-FM) 또는 ''처어프(chirp)'' 변조.

정보(즉, 메세지 신호)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스펙트럼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변조를
스프레딩하기 전에 정보를 스프레딩 코드에 부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주파수 호핑 시스템과 직접
시퀀스로 사용될 수 있다. 보내지고 있는 정보는 스프레딩 코드에 부가되기 전에 디지탈 형태이어야 하고 
이것은 스프레딩 코드의 조합이 통상적으로 2진 코드인 모듈-2부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양자 택일적으
로, 정보나 메세지 신호는 그것을 스프레딩하기 전에 캐리어를 변조한다.

이렇게,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 2개 성질을 갖는다:(1) 송신된 대역은 정보가 보내지는 비율 또는대
역보다 더 커야 하고 (2) 보내지는 정보보다는 다른 기능이 채택되어 변조된 채널 대역을 결정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의 필수요소는. 신호 대역의 확장기술을 포함하고 확장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원래 정보대역으로 다시 매핑하여 필요한 신호를 복원한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대역 교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의 목적은 잡음있는 신호 환경에서 시스템
이 에러없는 겅보를 산출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은 FDMA 및 TDMA 통신 시스템 같은 다중 억세스 시스템(multiple access 
systems)일 수 있다.  한가지 유형의 다중 억세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 코드 분할 다중 억세스
(CDMA) 시스템이다. CDMA 시스템에서, 두개 통신 장치 사이의 통신은 각각의 송신된 신호를 독특한 유저 
스프레딩 코드를 갖는 통신 채널의 주파수 대역상에서 확장하므로서 실행된다. 그 결과, 송신된 신호는통
신 채널의 같은 주파수 대역에 있고 독특한 유저 스프레딩 코드에 의해 오직 분리된다. 통신 채널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는 특별히 송신된 신호에 관련된 유저 스프레딩 코드로 통신 채널에서의 신호 합의 신호 표
시를 축소시켜서 특별히 송신된 신호는 통신 채널로부터 복구된다. CDMA  시스템은 직접 시퀀스(direct 
sequence) 또는 주파수 호핑(hopping) 스프래딩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다중 억세스 시스템(즉 FDMA, TDMA 및 CDMA) 각각은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 이용될수 있다.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하는 요소는 왜곡과 잡음이다. 통상적으로, 통신 채널
을 통해 전달하는데 있어, 송신된 신호는 통신 채널의 주파수 응답에서의 비선형성과 불완전성 때문에 왜
곡된다. 신호가 저하되는 다른 원인은 잡음과 간섭때문에 이것은 통신 채널을 통해 송신하는 과정중에 신
호에 의해 만들어진다.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는 여러가지 잡음의 원인이 있다. 잡음 원인은 통신 시스템의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CDMA에서 통신 채널에서의 대다수의 잡음은 독특한 유저 스프레딩 코드로송신되고 
있는 신호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스프레드 신호는 통신 채널에서의 전체 잡음을 유발한다.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의 잡음을 제한하기 위해서 뿐아니라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용량을 증가시키기위
해 가용하지만 제한된 수의 통신 자원을 재사용하라. 통신 자원의 재사용을 화실히 하기 위해 통신 채널
에서의 받아들일 수 없는 잡음을 유발하지 말고 같은 통신 자원이 할당된 셀 싸이트(cell sites)는 지리
적으로 분리된다. 지리적으로 충분히 분리시켜서 통신 채널에서의 잡음은 제한된다. 그러나, 모두가 아닌 
가용한 통신 자원이 각 셀 싸이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적당한 신호 대 잡음비(통신 채널에서 무시할 수 
있는잡음)에 필요한 지리적인 분리는 통신 시스템의 용량을 제한한다.

통신  자원  재사용의  효율을  촉진하고  셀룰러  시스템의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  싸이트는 섹터
(sectors)로 분할될 수 있고 각 섹터는 한 부분의 가용한 통신 자원을 포함한다. 셀 싸이트를 섹터로 분
할하므로서, 필요한 지리적인 분리가 감소되고 이때 적당한 신호 대 잡음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모토
로라 회사가 출원한 미국 특허 제4,128,740호는 4개 셀-6개 섹터의 통신 자원 재사용 패턴을 기술하고 있
다. 거기에기술되었듯이, 각 셀 싸이트는 6개 섹터로 분할되고 각 섹터는 가용한 통신 자원중 거의 1/24
을 포함한다.매 4개의 셀 싸이트마다, 통신 자원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통신 자원 재사용 패턴은 한개
의 셀-싸이트재사용 패턴으로 감소되고 이것은 역시 모토로라가 1990년 1월 2일 출원하였던 심사중인 미
국 공개 제459,624호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특별한 셀 싸이트내의 통신 채널에서의 대부분의잡음은 
상기 특별한 셀 싸이트내에 독특한 유저 스프레딩 코드로 송신되고 있는 신호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특별한 셀 싸이트를 둘러싸는 셀 싸이트로부터의 잡음이 무시된다면 한개의 셀 싸이트 재사용 패턴이 가
능하다. 특별한 셀 싸이트가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통신 링크의 전체수는 시스템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기인되는 통신 채널에서의 잡음과 관계된다. 이러한 한개 싸이트 재사용 패턴의 사용은 통신 링크를 취급
하는 상기 특별한 셀 싸이트에서의 통신 시스템의 용량을 제한하고 이것은 인접 셀 싸이트로부터의 잡음
이 특별한 셀 싸이트에 대한 외부 잡음의 일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의 용량을 확대해주고 특히 셀의 동일하지 않은 채널 부하를 취급하

8-3

1019930702020



는 CDMA 셀룰로 무선-전화 시스템의 용량을 확대해준다. CDMA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에서, ''유저'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있고 오직 독특한 유저 스프레딩 코드로 분리된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저의 수는 잡음 간섭 레벨에 의해 제한된다. 잡음 간섭 레벨은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셀 싸이트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유저에 의해 만들어진 간섭 레벨에 직접 관계된다. 본 발명은 통신 시
스템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 개별적인 셀 싸이트의 통신 채널 부하와 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난 잡음 레벨을 
동적으로 변경시킨다.

[발명의 요약]

섹터화된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방법과 장치가 제공된다. 셀 싸이트
(cel1 site)의 과부하가 걸린 섹터(sector)의 안테나 빔폭을 좁히고 셀 싸이트의 인접 섹터의 안테나 빔
폭(beam width)을 넓히고 그 다음에 과부하 걸린(overloaded) 섹터 셀 싸이트에서의 가입자 장치를 인접
한 섹터셀 싸이트로 인계(hand of)하므로서 채널 부하가 분배된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부하의 분배에 대한 다른 방법과 장치가 제공된다. 과부하 걸린 셀 싸이트
의 안테나로부터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까지의 채널이 간섭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과부하 걸린 셀 싸
이트에 인접한 셀 싸이트의 안테나 출력을 줄이므로서 채널 부하가 분배된다. 유사하게,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로부터 과부하 걸린 셀 싸이트의 안테나까지의 통신 채널이 간섭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과부하
가걸린 셀 싸이트에 인접한 셀 싸이트 안테나 출력을 늘리므로서 채널 부하가 분배된다. 채널 간섭 상태
의발생되에, 인접한 과부하 걸린 셀 싸이트의 가입자 장치 각각은 가입자 창치에 가창 잘 서비스할 수 있
는특별한 셀 싸이트로 인계된다. 이러한 다른 방법과 장치는 모든-방향의 안테나를 갖는 섹터화된 셀 싸
이트들 또는 셀 싸이트에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통상적으로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시스템의 유효 범위 영역은 시스템을 통해 채널 부하가 
동일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가입자 장치는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기에 체널 부하는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입자 장치를 갖는 차는 
러시아워 시간에 고속도로상에 있다고 치자. 고속도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제한된 부분의 셀 싸이트
에 위치하기에, 이러한 특별한 시간동안에 셀 싸이트로부터의 서비스를 요하는 가입자 장치의 이러한 위
치가 동일하지 않은 셀 싸이트 채널 부하를 초래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더, 하나 이상의 셀 싸이트가 
둘러싸인 셀 싸이트 보다 더 부하가 걸린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한개 셀 주파수 재사용 패턴을 갖는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이 사용된
다. 그러나,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기술내용에서 벗어남이 바람직한 실시예 보다는 다른 유형의 통신 시스
템에 의해 사용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간섭 제한되기에 특별한 셀 싸이트의 용량
은 둘러싸인 셀 싸이트에서 특별한 셀 싸이트까지 기여된 간섭의 량에 부분적으로 관계된다. 과부하 걸린 
셀 싸이트로부터의 채널 부하가 인접 셀 싸이트로 할당되어 셀 싸이트 사이에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여러가지 다른 기술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 도에 도시된 한가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과부하 걸린 스프레드 스펙트럼 셀 섹터중 안테나(12)의 
빔폭 패턴(106)은 감소된 빔폭 패턴(108)으로 좁아진다. 이러한 안테나 빔폭 패턴 좁힘에 대해, 인접한 
셀섹터의 안테나(104)  빔폭 패턴(110)은 늘어난 빔폭 패턴(112)으로 넓어진다. 안테나(102,104)의 빔폭 
패턴이었던 가입자 장치는 개별적인 가입자 장치에 통신 채널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로 자동적
으로 인계될 것이다. 가입자 장치의 이러한 인계는 어떤 알맞는 통신 링크 인계 메카니즘이나 이미 공지
된 메카니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인계(handoff)는 양쪽 셀 싸이트와 가입자 장치와 대등한 또다른 셀 
싸이트에 한개 셀 싸이트와 가입자 장치 사이 진행중인 송신을 전송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시스템이 통신 채널에서의 매 송신의 품질을 계속적으로 모니터(monitor)할 것을 
요한다. 특정한 셀 싸이트에서 채널에서의 송신 품질이 소정의 임계치 아래로 덜어질때 다른 셀 싸이트가 
만족스럽게 송신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시스템은 인지한다. 더욱 적당한 셀 싸이트가 확인
되면, 시스템은 가입자 장치에게 현재의 송신에 대해 다른 통신 채널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보낸다. 가입
자 장치는 그것이 현재의 채널을 떠나 다른 채널로 전환되어 새로운 채널로 동기되어 새로운 채널로 송신
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안테나 빔폭 패턴을 좁히고 넓히는 효과는 과부하 걸린 셀 섹터로부터 증가되 통신 채널 부하를 
취급할 수 있는 인접 셀 섹터로 통신 채널 부하를 보내는 것이다.

다른 실시예로, 한 섹터의 셀(100)은 과부하 걸린 셀 섹터의 안테나(122)로부터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까
지의 통신 채널 링크 간섭에 의해 과부하가 걸린다. 통신 채널 링크에서의 이러한 간섭은 과부하 걸린 섹
터 셀처럼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셀 싸이트에서 나온다. 인접한 셀 섹터에 서비스하는 안테나
(124) 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부하 걸린 섹터 셀은 인접한 섹터의 인접한 셀(120)에 요청하기 시작한다. 
양자택일적으로 다른 섹터의 셀(100)은 인접한 섹터로 간주될 수 있어 과부하 걸린 섹터 셀에 의한 요청
의 결과로서 그들의 출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안테나(124) 출력의 감소는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예를 
들어, 두가지 방식 중계, 극초단파(UHF), 초고주파(VHF)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안테나(124)에 의해 서
비스된섹터의 경계 구역의 전체 용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은 출력이 제한되지 않고, 도리어 간섭(interference)이 제한된다. 이렇게 안테나(124)의 출력 감소는 안
테나(124)에 의해 서비스된 셀 섹터 경계 구역의 채널용량을 반드시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감소된 
안테나 출력의 셀섹터가 거의 전체 용량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안테나(124)와 연관된 수신기는 통신 채널
에서 출력이 감소된 셸 섹터의 안테나(124)와 연관된 수신기는 통신 채널에서 출력이 감소된 셀 섹터의 
안테나(124)와 가입자장치의 안테나 사이의 송신을 여전히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테나(124) 
출력의 감소는 가입자장치의 안테나와 과부하 걸린 섹터의 셀(100)의 안테나(122) 사이에 통신 채널 링크
의 간섭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과부하 걸린 섹터 셀(100)의 통신 채널 용량은 증가된다. 역시, 통
신 채널을 통해 안테나(122,124)에 송신하는 가입자 장치는 이러한 안테나(124) 출력의 감소후에 개별적
인 가입자 장치에 통신 채널을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로 자동적으로 인계될 것이다. 이러한 가입
자 장치의 인계는 이미 공지된 메카니즘과 상기 기술된 것 또는 다른 알맞는 통신 링크 인계 메카니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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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출력 감소 기술은 섹터화된 안테나에 의해 서비스된 섹터화된 영역을 갖지 않는 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제 2 도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셀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서,셀(200)은 과부하가 걸린 셀(200)의 안테나(202)에서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까지 통신 채널 링크의 간
섭에의해 과부하가 걸린다. 통신 채널 링크에서의 이러한 간섭은 과부하 걸린 셀 싸이트 뿐아니라 다른 
싸이트처럼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셀 싸이트에서 유래한다. 인접 셀(204)에 서비스하는 안테
나(206)의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부하 걸린 셀(200)은 인접 셀(204)로의 요청을 시작한다. 안테나(206) 출
력에서의 이러한 감소는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안테나(206)에 의해 서비스된 셀(204)의 지리적인 
경계상의 전체용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은 
출력이 제한되지않고 도리어 간섭이 차단된다. 이렇게, 안테나(206)의 출력 감소는 안테나(206)이 의해 
서비스된 셀(224)의채널 용량 또는 지리적인 경계를 반드시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감소된 안테나 출
력셀(204)이 전체 용량 가까이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안테나(206)와 연관된 수신기는 통신 채널에서 출력
이 감소된 셀(204)의 안테나(206)와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 사이의 송신을 여전히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테나(204) 출력의 감소는 과부하된 셀(200)의 안테나(202)와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 사이 통신 
채널 링크 간섭을 줄인다. 이렇게, 과부하된 셀(200)의 통신 채널 용량은 증가된다. 역시 통신 채널을 통
해 안테나(202,206)에 송신하였던 가입자 장치는 이러한 안테나(206)의 출력 감소후에 개별적인 가입자 
장치의 통신 채널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로 자동적으로 인계할 것이다. 이러한 가입자 장치의 
인계는 이미 공지된 메카니즘과 상기 기술된 것 또는 다른 적당한 통신 링크 인계 메카니즘에 의해 실행
될 수 있다.

유사하게 다른 실시예에서, 한 섹터의 셀(100)은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로부터 과부하 걸린 셀 섹터의 안
테나(114)까지의 통신 채널 링크의 간섭에 의해 과부하가 걸린다. 통신 채널 링크상의 이러한 간섭은 과
부하 걸린 섹터처럼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과부하된 섹터 셀의 가입자 장치에서 유래한다. 인
접한 셀 섹터를 서비스하는 안테나(118)의 출력을 증가시키기 워해 과부하 걸린 섹터 셀은 인접한 섹터의 
인접한 셀(116)로의 요청을 시작한다. 선택걱으로, 다른 섹터의 셀(100)이 인접 섹터로 간주될 수 있고 
과부하된 섹터 셀이 요청한 결과로서 그들의 출력을 증가시킨다. 인접.섹터에서 안테나(118) 출력의 증가
는 안테나(118)에 의해 서비스되는 가입자 장치가 통신 채널 링크가 안테나(118)로 향상되었는지를 결정
하도록 하고 이는 증가된 출력 안테나(118)로부터 수신되고 있는 신호가 그들의 증가된 출력 때문이 개선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신 채널 링크상의 개선 결과로서, 인접 섹터 셀의 가입자 장치는 안테나(118)로
의 그들 각각의 송신 출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인접 섹터 셀의 가입자 장치의 송신 출력의 감소는 
안테나(114)의 간섭을 감소시킬 것이다. 게다가, 안테나(118) 출력의 이러한 증가는 안테나(118)에 의해 
서비스되는 섹터의 저리적인 경계 전체 용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안테나(118) 출력의 증가는 실제
로 안테나(114)에 의해 서비스된 셀 섹터의 채널 용량 또는 지리적인 경계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안
테나(118)의 증가된 출력은 이렇게 증가된 출력 안테나(118)에 의해 서비스된 셀 섹터가 안테나(114)에 
의해 전에 서비스된 통신 채널상의 송신을 복원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안테나(114)의 서비스 
영역을 감소시키고 과부하된 섹터의 셀(100)의  채널 부하 용량을 경감한다.  통신 채널을 통해 안테나
(114,118)에 송신하였던 가입자장치는 안테나(118)의 출력증가후 개별적인 가입자 장치에 통신 채널을 가
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로 자동적으로 인계될 것이다. 이러한 가입자 장치의 인계는 이미 공지된 기
술 분야의 메카니즘과 상기 기술된 것 또는 다른 적당한 통신 링크 인계 메카니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출력 감소의 기술은 섹터화된 안테나에 의해 서비스된 섹터화된 구역을 갖지 않는 셀로 이용
될 수 있다. 제 3 도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셀의 그러한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도면을 도시한다. 이러
한 양자택일적인 실시예에서, 셀(300)은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로부터 과부하 걸린 셀(300)의 안테나까지
의 통신 채널 링크의 간섭에 의해 과부하가 걸린다. 통신 채널 링크상의 이러한 간섭은 과부하된 셀 싸이
트 처럼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과부하된 셀 싸이트내 가입자 장치에서 유래한다. 인접한 셀
(304)을 서비스하는 안테나(306)의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부하된 셀(300)은 인접한 셀(304)로의 요청
을 시작한다. 인접셀(304)에서 안테나(306) 출력의 증가는 안테나(306)에 의해 서비스되는 가입자 장치가 
통신 채널링크가 안테나(306)로 개선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는 증가된 출력 안테나(306)로부터 수
신되고 있는신호가 그들의 증가된 출력때문에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신 채널 링크상의 개선 결
과로서, 인접셀(304)의 가입자 장치는 안테나(306)로의 그들 각각의 송신 출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인접 
셀(304)의 가입자 장치의 이러한 송신 출력 감소는 안테나(302)의 간섭을 감소시킬 것이다. 게다가, 안테
나(306)의 이러한증가는 안테나(306)에 의해 서비스된 셀(304)의 지리적인 경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안테나(306)의 출력 증가는 안테나(302)에 의해 서비스된 셀(300)의 채널 용량 또는 지리적
인 경계를 실제로 감소시킬 것이다. 안테나(306)의 증가된 출력은 이렇게 증가된 출력 안테나(306)에 의
해 서비스된 셀(304)이 안테나(302)에 의해 전에 서비스된 통신 채널상의 송신을 복원하도록 한다. 그리
하여 안테나(302)의 서비스 영역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과부하된 셀(300)의 채널 부하 용량을 경감시
킨다. 통신 채널을 통해 안테나(302,306)에 송신되고 있는 가입자 장치는 안테나(306)의 출력 증가후 개
별적인 가입자 장치에 통신 장치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안테나로 자동적으로 인계할 것이다. 이러한 
가입자 장치의 인계는 당 분야의 이미 공지된메카니즘과 전술의 것 또는 다른 적당한 공통 링크 인계 메
카니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기술되고 예시되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는 오직 예를 든 것이고 청구된 
데로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 분야의 기술자에 의해 단계 및 장치가 여러가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섹터화된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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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선 통신 시스템의 과부하된 섹터 셀의 안테나 빔폭(beam width)을 좁게 하는 단계와, 

(b)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인접 섹터 셀의 안테나 빔폭을 넓게 하는 단계와,

(c) 과부하 걸린 섹터 셀의 안테나 빔폭이었던 가입자 장치를 인접한 섹터 셀(sector cell)로 자동적으로 
인계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

청구항 2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에 있어서,

(a)  과부하  걸린  안테나에서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까지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에서의 간섭
(interference)에 따라 과부하된 안테나 과부하가 걸린다면, 무선 통신 시스템의 과부하 걸린 안테나에 
인접한 무선통신 시스템의 안테나의 출력을 줄이는 단계와,

(b) 과부하 걸리고 인접한 안테나 사이에 가입자 장치를 자동적으로 인계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무선 통
신 시스템에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안테나 출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a) 과부하 걸린 안톄나에 인접한 한 섹터화된 셀의 안테나 출력안테나를 감소시키고 과부하 걸린 안테나
는 섹터화된 셀의 또다른 섹터 안테나로 이루어지고,

(b) 과부하 걸린 안테나에 인접한 제1셀의 안테나 출력을 감소시켜서 과부하 걸린 안테나는 제2셀의 안테
나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기술로 구성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

청구항 4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에 있어서,

(a) 과부하 걸린 섹터 안테나가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에서 과부하 걸린 섹터 안테나까지 무선 통신 시스
템의 통신 채널 간섭에 따라 과부하가 걸린다면, 무선 통신 시스템의 과부하 걸린 섹터화된 셀의 섹터 안
테나에 인접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섹터 안테나 출력을 증가시키고,

(b) 과부하 걸리고 인접한 안테나 사이에 가입자 장치를 자동적으로 인계하는 것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인접한 셀 싸이트의 안테나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a) 과부하 걸린 섹터의 안테나에 인접한 섹터화된 셀의 섹터 안테나 출력을 증가시키고

(b) 과부하 걸린 섹터 안테나에 인접한 또다른 셀의 섹터 안테나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이루
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기술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 부하 분배 방법.

청구항 6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섹터화된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1) 과부하 걸린 섹터 셀의 무선 통신 시스템의 안테나 빔폭을 좁게 하고,

(2) 인접한 섹터 셀의 무선 통신 시스템의 안테나 빔폭을 넓히는 빔폭 제어수단과, 과부하된 섹터 셀의 
안테나 빔폭을 갖는 가입자 장치가 인접한 섹터 셀에 자동으로 인계하는 인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섹터화된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a) 과부하 걸린 안테나가 과부하 걸린 안테나에서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까지 무선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의 간섭에 따라 과부하가 걸린때 무선 통신 시스템의 과부하 걸린 안테나에 인접한 무선 통신 시스템 
안테나의 출력을 줄이는 출력제어 수단과,

(b) 과부하가 걸리고 인접한 안테나 사이에 가입자 장치에 자동으로 인계하는 인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출력 제어 수단은

(a) 과부하 걸린 안테나에 인접한 섹터화된 셀의 섹터 안테나 출력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과부하 걸린 
안테나는 섹터화된 셀의 또다른 섹터 안테나로 이루어지고,

(b) 과부하 걸린 안테나에 인접한 제l셀 안테나의 섹터 안테나 출력을 줄이는 수단으로 과부하된 안테나
는 제2셀의 안테나로 반드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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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부하 걸린 섹터 안테나가 가입자 장치의 안테나로부터 과부하 걸린 섹터 안테나까지 무선 통신 시
스템의 통신 채널의 간섭에 따라 과부하가 걸린때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섹터화된 셀의 과부하 걸린 섹터 
안테나에 인접한 무선 통신 시스템 섹터 안테나의 출력을 증가시키는 출력 제어 수단과,

(b) 과부하 걸린 인접한 안테나 사이에 가입자 장치를 자동으로 인계하는 인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통
신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출력 제어 수단은,

(a) 과부하 걸린 섹터의 안테나에 인접한 섹터화된 셀의 섹터 안테나 출력을 증가시키는 수단과,

(b) 과부하 걸린 섹터 안테나에 인접한 또다른 셀의 안테나 출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반드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수단을 포함하는 통신 채널 부하를 분배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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