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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ＷＣＤＭＡ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 오버설정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핸드오버 방식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해서는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여 채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가 무선 제어국과 호 접속된 상태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품질 등급을 판단하여 하드 핸드

오버의 새로운 무선 링크를 설정하고,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으로 무선링크 설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핸드오버 대

상 기지국과 데이터 전송 경로를 설정한 후, 상기 이동 단말기로 액티브셋 업데이트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여 하드 핸드오

버를 실행하며, 핸드오버 원기지국과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베어러(Bearer)에 대해서는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채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소프트 핸드오버, 하드 핸드오버, 전용 채널, WCDMA, 이동 단말기, S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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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WCDMA 방식 IMT-2000 시스템의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의 슬롯 배열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이용해 핸드오버를 설정하는 WCDMA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

낸 구성도,

도 3은 이동 단말기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00 : WCDMA 시스템 210 : 이동 단말기

220 : 무선 기지국 222 : RTS

224 : RNC 230 : 이동통신 교환국

232 : HLR 234 : VLR

240 : SGSN 250 : GGSN

260 : PDN 302 : 프로그램 메모리

304 : 키입력부 306 : LCD 표시부

308 : 데이터 저장부 310 : 모드상태 저장부

312 : 가입자 정보 저장부 314 : 마이크로 프로세서

316 : DSP 318 : 베이스밴드 변환부

320 : 스피커 322 : 마이크로폰

324 : 안테나 326 : RF 신호 처리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WCDMA 시스템에서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핸드오버 방식을 정하되,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해서는 하드 핸

드오버를 수행하여 채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및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통신 방식은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에서 권고하는 비동기 방식의 무선 프로토콜로서 대역 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

며 매우 높은 통호 품질을 갖는다. 이러한 WCDMA 방식은 음성 코딩을 위해서 32 Kbps ADPCM(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을 채택하였고, 사용자가 시속 100 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높은

이동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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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WCDMA 시스템은 하나의 무선 기지국이나 기지국 제어기에 서킷 모드(Circuit Mode)와 패킷 모드(Packet

Mode)가 하드웨어적으로 혼용되어 구성되되 동작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지국 전송기에는 서

킷 모드를 담당하는 채널 카드(Channel Card)와 패킷 모드를 담당하는 채널 카드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또한, 기지국 제

어기에도 패킷 모드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보드와 서킷 모드로 송수신되는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보드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선 기지국이나 기지국 제어기 등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단

말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패킷 모드로 전송되고, 음성일 경우 서킷 모드로 전송된다.

WCDMA 시스템으로부터 이동 통신 단말기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이동 중일 경우, 다른

기지국이나 기지국 내 다른 섹터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이동 통신 단말기는 핸드 오버(Hand-over)를 수행하게

된다. 핸드 오버는 이동 통신 단말기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지국 내의 섹터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도 계속적으

로 통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동 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통화로를 절체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도 1은 WCDMA 방식 IMT-2000 시스템의 순방향 전용 물리 채널의 슬롯 배열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지국(BTS)은 순방향(Down-link)의 전용 물리 채널, 즉, DPCCH(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의 TPC(Transmitter Power Control) 슬롯을 이용하여 1 초에 약 1,500 회의 '전력 증가/전력 감소'를

나타내는 바이너리(Binary) 정보를 이동 단말기로 전송한다.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BTS)으로부터의 전력 제어(Power Control) 명령에 따라, 송신 출력(Transmission Power)을 일

정 범위(0.5 내지 1 ㏈) 내에서 조절한다.

이동 단말기는 혼잡 모드와 정상 모드의 두 개의 모드를 운영한다. 여기서, 혼잡 모드(Congestion Mode)는 기지국(BTS)

으로부터 받는 전력 제어 명령이 연속적으로 N 회 발생되고, 이러한 전력 제어 명령이 '전력 증가' 명령일 경우의 모드를 말

한다. 이때, 만약 이동 단말기가 소프트 핸드오버 중이라면 소프트 핸드오버 중인 모든 기지국으로부터 연속적으로 N 회 '

전력증가' 명령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정상 모드(Normal Mode)는 기지국에 대해 위치 등록을 실행하고, 기지국

으로부터 착신 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동작 모드이다.

기지국(BTS)으로부터 전력 증가 명령이 연속적으로 N 회 이상 발생되면, 이동 단말기는 '셀 탐색' 기능을 이용하여 주변

기지국(Neighboring BTS)을 탐색한다. 이후, 기지국은 탐색된 기지국과 소프트 핸드오버를 개시한다. 즉, 파일롯 채널

(Pilot Channel)의 수신 감도가 가장 좋은 기지국과 소프트 핸드오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

소프트 핸드오버는, 이동 단말기가 다른 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셀의 경계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인접 셀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무선 링크를 설정하여 이동 단말기가 복수 개의 무선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소프트 핸드오버 방식은 이동 단말기가 이동할 때 무선 링크를 추가한 후 복수 개의 무선 링크를 동시에 설정하므

로 호 단절 및 비트율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서비스의 연속성은 보장이 된다. 그러나, 이동 단말기에 대해 채널이 복수

개로 할당이 되므로 기지국에서는 채널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WCDMA 시스템의 전용 채널에 대해서는

모두 소프트 핸드오버로 처리하므로 채널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핸드오버 방식

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해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여 채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WCDMA 시

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핸드오버 방식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해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시스템으로

서, 회선망과 패킷망을 통해 전화 통화 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호 접속 유지 상태에서 현재 위치한 셀에서 다

른 이웃 셀로 이동하는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하드 핸드오버에 대한 신호

를 수신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 3GPP 무선 접속 규격에 따르며, 상기 이동 단말기와의 무선 접속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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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능을 수행하고,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트래픽을 WCDMA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기지국; 및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호 접

속 상태를 파악하고, 호 접속 상태의 서비스 품질 등급이 하위 등급인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하드 핸드 오프를 수

행하는 비동기 방식의 무선 제어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의하면,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핸드오버 방식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

해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으로서,

(a) 이동 단말기의 호접속 요청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기와 호 접속된 단계; (b) 상기 이동 단말기로 핸드오버를 위한 측정

제어 메시지를 송출하는 단계; (c) 상기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품질 등급을 판단하여 새로운 무선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

(d)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으로 무선링크 설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과 데이터 전송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e)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과 데이터 전송의 동기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이동 단말기로

액티브셋 업데이트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실행하는 단계; (g) 핸드오버 원기지국으로 무선링크 삭제요

청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핸드오버 원기지국과 데이터 전송 경로를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

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WCDMA 망에서는 서비스 품질 등급(Service Quality Class)을 대화형 클래스(Conversation Class), 스트리밍형 클래스

(Streaming Class), 쌍방향형 클래스(Interactive Class), 백그라운드형 클래스(Background Class)로 나눈다.

대화형 클래스는 음성 전화나 영상 전화와 같이 주로 실시간 트래픽 전송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송 지연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서비스 종류이다. 스트리밍형 클래스는 동영상 데이터 등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시간 트래

픽 전송 서비스로서, 전송 지연에 민감하나 대화형 클래스보다는 전송 지연에 덜 민감한 서비스이다. 한편, 쌍방향형 클래

스는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이나 텔넷(Telnet)과 같이 상호 작용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

이고, 백그라운드형 클래스는 이메일(E-mail) 전송, 다운로딩(Downloading)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클래스 중 쌍방향형 클래스와 백그라운드형 클래스는 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서비스로서, 전송 지연

에 대해 대화형 클래스나 스트리밍 클래스에 비해 덜 민감하다. 따라서, 쌍방향형 클래스와 백그라운드형 클래스는 재전송

기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대화형 클래스나 스트리밍형 클래스에 비해 전송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트래픽 서비스의 분류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1) 최대 전송률(Maximum Bit Rate) : 전송될 수 있는 최대 비트수(kbps)

2) 보장 전송률(Guaranteed Bit Rate) : 전송이 보장되어야 할 비트수(kbps)

3) 전송 오더(Delivery Order) : 패킷 전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비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파라미터

4) 최대 SDU(Maximum Service Data Unit) 크기(Size) : 허용 가능한 최대 SDU 크기

5) SDU 포맷 정보(Format Information) : SDU 크기들의 가능한 리스트

6) SDU 에러율(Error Ratio) : SDU에 에러가 발생할 비율

7) 잔여 비트 에러율(Residual Bit Error Ratio) : 전송된 SDU 내 각 부흐름(Subflow)에서 비검출 비트 에러율

(Undetected Bit Error Ratio)

8) 에러 SDU의 전송(Delivery of Erroneous SDUs) : 에러로 검출된 SDU의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9) 전송 지연(Transfer Delay) : 베어러 서비스(Bearer Service)가 제공되는 동안 모든 전송 SDU의 지연을 나타내는 파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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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트래픽 우선순위(Traffic Handling Priority) : 트래픽을 스케쥴링(Scheduling)할 때 사용하는 우선순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이용해 핸드오버를 설정하는 WCDMA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

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WCDMA 시스템(200)은 이동 단말기(210), 무선 기지국(UTRAN :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220), 이동 교환국(MSC : Mobile Switching Center)(230), 홈 위치 등록기(HLR : 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R'로 칭함)(232), 방문자 위치 등록기(VLR : Visitor Location Register, 이하 'VLR'로 칭함)(234), 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240), GGSN(Gateway GPRS Support Register)(250), 패킷 데이터망(PDN : Packet

Data Network, 이하 'PDN'이라 칭함)(260)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 단말기(210)는 호 접속 유지 상태에서 현재 위치한 셀에서 다른 이웃 셀로 이동하는 핸드오버가 발생

할 때,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하드 핸드오버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에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피디에이(PDA) 등도 포함된다.

무선 기지국(220)은 기존의 IS-95B 시스템에서 WCDMA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능이 추가된 Node B(222)와 무선 제

어국(RNC : Radio Network Controller)(224)을 포함한다. Node B(222)는 3GPP 무선 접속 규격에 따르는 이동 단말기

(210)와의 무선 접속 종단 기능을 수행하고,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트래픽(Traffic)을 WCDMA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기능

과 송수신 안테나를 통하여 이동 단말기(210)와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Node B(222)의 내부 서

브시스템은 기지국 정합 서브시스템(BIS : Basestation Interconnection Subsystem), 기저 대역 서브시스템(BBS : Base

Band Subsystem) 및 RF 서브시스템(Radio Frequency Subsystem)으로 구성된다.

무선 제어국(224)은 유무선 채널 관리, 이동 단말기(210) 프로토콜 정합, 기지국 프로토콜 정합, 소프트 핸드오프(Soft

Handoff) 처리, 핵심망 프로토콜 처리,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접속, 장애 관리, 시스템 로딩(Loading) 등

의 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서, GPRS는 115 K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고, 멀티미디어 메일을 제공하고, 패킷 단위

의 데이터 전송으로 전송 회선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비동기 방식의 통신 서비스이다.

요소 관리국(EMS: Element Management System)(226)은 운용자가 이동 통신을 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장치에 직접 설

정하거나 각종 파라미터를 관리하며, 본 발명에서는 운용자가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하드 핸드오버 또는 소프트 핸드오

버를 설정해 두게 된다.

이동통신 교환국(230)은 기존의 CDMA 2000 망에서의 전화 통화를 위한 기본적인 스위칭 기능 이외에도 호 처리를 고속

으로 하기 위한 소프트 스위칭(Soft Switching)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소프트 스위칭은 종래 교환기의 서킷(Circuit) 스

위치를 소프트웨어 스위치로 구현하여 음성, 데이터 및 영상 신호를 고속의 패킷 스위치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HLR(232)은 VLR(234)로부터 이동 단말기(210)의 위치 정보를 전송 받아 등록 인식, 등록 삭제,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HLR(232)는 방문자 위치 등록기(234)로부터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210)가 최초

가입된 홈 위치 등록기로부터 이동 단말기(210)의 프로파일 정보를 가져온다. 또한, HLR(232)는 자신에게 위치 등록이 되

어 있는 이동 단말기(210)의 접속 상태를 체크하여 이동 단말기(210)가 대기(Idle) 모드인지, 활성(Active) 모드인지를 체

크하고, 활성 모드라면 회선망에 접속되어 있는지, 패킷망에 접속되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VLR(234)은 이동통신 교환국(230)의 관할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동 단말기(210)의 위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며, 새로

획득한 이동 단말기(210)의 위치 정보를 HLR(232)로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HLR(232)로부터 이동 단말기

(210)의 프로파일(Profile) 정보의 복사본을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이동 단말기(210)의 위치 제어, 호 처리 등에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2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VLR(234)이 이동통신 교환국(230)의 외부에 따로 설치되는 것으로

도시되고 있지만, 이동통신 교환국(230)의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GSN(240)은 GPRS 서비스를 위하여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기반의 스위치 및 라우팅 접속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구조를 갖추고, 각종 데이터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 체제(OS : Operating System)를 구비한다. 운영 체제

의 주요 기능은 GPRS 이동성 관리, GPRS 세션(Session) 관리, GPRS 인증 및 과금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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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SN(250)은 GPRS의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 패킷망

의 서빙 노드(Serving Node)로서, 패킷 데이터망(260)과 연결되어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이동성 제공 및 각종 데이터 관

련 프로토콜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GGSN(250)은 주소 할당, 도메인(Domain) 주소 변경, 과금 정보 및 유지 보수

기능을 제공한다.

도 3은 이동 단말기(210)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 구성도이다.

이동 단말기(210)는 프로그램 메모리(302), 키입력부(304), LCD 표시부(306), 데이터 저장부(308), 모드 상태 저장부

(310), 가입자 정보 저장부(312), 마이크로 프로세서(314), DSP(Digital Signal Processor)(316), 베이스밴드 변환부

(318), 스피커(320), 마이크로폰(322), 안테나(324), RF 신호 처리부(326) 등을 포함한 구성을 갖는다.

프로그램 메모리(302)는 이동 통신망을 통해 통상적인 무선 전화 통화를 수행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한편, 정해진 규약에

따라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신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다. 특히, 이동 단말기(210)는 무선 기지국(220)

으로부터 핸드 오버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하면, 무선 기지국(220)에 대해 소프트 핸드 오버 또는 하드 핸드 오버를 실행하

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키입력부(304)는 전화 번호 등의 숫자를 입력하기 위한 숫자 버튼과 메뉴를 선택하거나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메뉴 선택

버튼을 구비하고 있다.

LCD 표시부(306)는 전원의 사용 정도, 전파의 수신 강도,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이동 단말기(10)의 전반적인 동작 상태

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데이터 저장부(308)는 이동 단말기(210)의 동작시에 마이크로 프로세서(314)를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버퍼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하며, 키입력부(304)로부터 입력된 숫자 데이터 등도 저장한다.

모드 상태 저장부(310)는 이동 단말기(310)의 동작 모드를 상태 플래그로 저장한다. 여기서, 동작 모드는 키입력부(304)

에 의해 선택된다.

가입자 정보 저장부(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312)에는 이동 전화 통신을 위한 가입자 단말기 등록 정보가 저장

되어 있다. 여기서, 가입자 단말기 등록 정보는 이동 통신망에서 가입자 단말기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며, 가입자 정보

저장부(312)는 카드 형태로 구성되어 이동 단말기(310)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314)는 모드 상태 저장부(310)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 플래그를 참조하여 단말기의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마이크로 프로세서(314)는 외부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부(308)에 저장하거나 LCD 표시부(306)로 디

스플레이하는 기능을 제어한다. 여기서, 마이크로 프로세서(314)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른 이동 단말기나 다른 외부 장

치로 전송할 때는, 이동 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신호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생성한 데이터를 베이스밴드 변환부(318)로

전달한다(TX DATA).

DSP(316)는 베이스밴드 변환부(318)와 주고받는 오디오 데이터(SPEECH)에 대해 부호화(Encoding)하거나 복호화

(Decoding)하는 오디오 데이터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다중 경로의 잡음 제거를 위해 이퀄라이즈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탈 신호 처리 프로세서이다. 또한, DSP(316)는 베이스밴드 변환부(318)로부터 수신 메시지 데이터(RX DATA)를 수

신한다.

베이스밴드 변환부(318)는 스피커(320), 마이크로폰(322) 및 RF 신호 처리부(326)와 송수신하는 신호를 기저 대역의 신

호로 변환하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 및 아날로그-디지탈 변환 처리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베이스밴드 변환부

(318)는 DSP(316)로부터 수신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여 스피커(320)로 출력하거나 전송을 위해 오디

오 데이터를 RF 신호 처리부(326)로 전달하는 한편, 마이크로폰(322)으로부터 입력된 오디오 신호를 오디오 데이터로 변

환해 DSP(316)로 전송한다.

또한, 베이스밴드 변환부(318)는 마이크로 프로세서(314)로부터 입력된 송신 메시지 데이터(TX DATA)를 송신 메시지

신호(TXIQ)로 변환하여 RF 신호 처리부(326)로 출력하거나, RF 신호 처리부(326)로부터 입력된 수신 메시지 신호(RXIQ)

를 수신 메시지 데이터(RX DATA)로 변환해 DSP(316)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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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320)는 오디오 신호를 가청음으로 출력하며, 마이크로폰(322)은 사용자의 음성 또는 음향을 오디오 신호로 변환하

여 베이스밴드 변환부(318)로 전달한다.

안테나(324)는 RF 신호를 공중으로 송출하거나, 공중으로부터 수신한 RF 신호를 RF 신호 처리부(326)로 전달한다. RF

신호 처리부(326)는 송신 메시지 신호를 RF(Radio Frequency) 신호로 변환해 안테나(324)로 전송하거나, 안테나(324)로

부터 인가된 RF 신호를 수신 메시지 신호(RXIQ)로 변환하여 베이스밴드 변환부(318)로 전송한다.

이어, 위와 같이 구성된 WCDMA 시스템(200)의 바람직한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WCDMA 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품질 관련 특성과 서비스 품질 등급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표 1은 서비스 품질 관

련 파라미터와 트래픽 클래스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구 분  대화형 클래스  스트리밍형 클래스  쌍방향형 클래스  백그라운드 클래스

 최대 전송률  X  X  X  X

 전송 오더  X  X  X  X

 최대 SDU 크기  X  X  X  X

 SDU 포맷 정보  X  X   

 SDU 에러율  X  X  X  X

 잔여비트 에러율  X  X  X  X

 에러 SDU 전송  X  X  X  X

 전송 지연  X  X   

 보장 전송률  X  X   

 트래픽 우선순위    X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화형 클래스 및 스트리밍 클래스는 트래픽 우선순위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

를 이용하고, 쌍방향형 클래스는 SDU 포맷 정보, 전송 지연 및 보장 전송률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외한 모든 파라미터를 이

용하는 반면, 백그라운드 클래스는 최대 전송률, 전송 오더, 최대 SDU 크기, SDU 에러율, 잔여비트 에러율 및 에러 SDU

전송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표 2는 서비스 품질 등급과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트래픽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한 서비스 품질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QoS 등급  트래픽 클래스  트래픽 우선 순위

 1  쌍방향형  1

 2  대화형  비적용

 3  스트리밍형  비적용

 4  쌍방향형  2

 5  쌍방향형  3

 6  후선형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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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서비스는 약간의 전송 지연이나 비트율의 감소가 있어도 전체적인 서비스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4 ∼ 6 등급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이동 단말기(210)는 무선 기지국(220)에 대하여 호 접속을 요청하여 상대방 이동 단말기 또는 무선 인터넷 서버와

호 접속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210)는 상대방 이동 단말기와 이동 전화 통화를 수행하거나 무선 인터

넷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호 접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동 단말기(210)가 현재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원 기지국의 셀에서 인근의 대상

기지국의 셀로 이동하게 되면, 무선 제어국(224)은 이동 단말기(210)로 핸드 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 제어 메시지

(Measurement Control Message)를 전송한다(S402).

이어, 무선 제어국(224)은 이동 단말기(210)의 호 접속 상태를 파악하여 서비스 품질 등급을 판단하고, 판단한 서비스 품

질 등급에 따라 새로운 무선 링크를 설정한다(S404). 예컨대, 이동 단말기(210)가 상대방과 이동 전화 통화를 수행하는 대

화형 클래스의 서비스인 경우, 무선 제어국(224)은 이동 단말기(210)의 현재 서비스 품질 등급을 2 등급으로 판단하여 소

프트 핸드 오버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기(210)가 무선 인터넷 서버 등으로부터 이메일을 수신하는 백그라운드 클

래스의 서비스인 경우, 무선 제어국(224)은 이동 단말기(210)의 서비스 품질 등급을 6 등급으로 판단하여 하드 핸드 오버

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4 ∼ 6 등급 서비스에 대해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무선 제어국(224)은 기지국간 호 처리를 위한 NBAP(Node B Application Protoco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대상 기지국으

로 무선 링크 설정 요청(Radio Link Setup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S406).

무선 링크 설정 요청 메시지에 대해 대상 기지국은 무선 제어국(224)과 마찬가지로 NBA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링크

설정 응답(Radio Link Setup Response) 메시지를 무선 제어국(224)으로 송출한다(S408).

무선 링크 설정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무선 제어국(224)은 대상 기지국으로 데이터 전송 경로 설정(Data Transport

Bearer Setup) 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상 기지국과 데이터 전송 경로를 설정한다(S410).

무선 제어국(224)과 데이터 전송 경로가 설정되면, 대상 기지국은 무선 제어국(224)으로 무선 링크 활성화 표시(Radio

Link Restore Indication) 메시지를 전송하여 무선 링크가 설정되었음을 알리게 된다(S412).

이후, 무선 제어국(224)은 데이터 프레임 전송을 위한 DCH-FP(Data CHannel-Frame Protoco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대상 기지국으로 데이터 전송의 동기화를 위한 다운링크 동기(Downlink Synchronization) 메시지를 전송한다(S414).

대상 기지국은 다운링크 동기 메시지에 대해 무선 제어국(224)으로 업링크 동기(Uplink Synchronization) 메시지를 전송

한다(S416).

이어, 무선 제어국(224)은 RR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용 채널(DCCH: Dedicated Control CHannel)을 통해 이동 단말

기(210)로 핸드오버를 수행하라는 액티브셋 업데이트 명령(Active Set Update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한다(S418).

무선 제어국(224)으로부터의 액티브셋 업데이트 명령 메시지에 대해 이동 단말기(210)는 핸드오버를 수행한 후 무선 제어

국(224)으로 액티브셋 업데이트 완료(Active Set Update Complete) 메시지를 전송한다(S420).

이동 단말기(210)로부터 핸드오버를 완료했다는 액티브셋 업데이트 완료 메시지를 수신하면, 무선 제어국(224)은 NBA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원 기지국으로 무선링크 삭제 요청(Radio Link Dele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S422).

무선링크 삭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원 기지국은 무선 제어국(224)과의 송수신을 중지하고 무선 제어국(224)으로 무선링

크 해제 응답(Radio Link Release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한다(S424).

따라서, 무선 제어국(224)과 원 기지국은 데이터 전송 경로를 해제하게 된다(S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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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이동 단말기의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해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여 채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및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

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베어러(Bearer)에 대해서는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

하게 됨으로써, 채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핸드오버 방식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해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광대

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시스템으로서,

회선망(CSN : Circuit Switched Network)과 패킷망(PSN : Packet Switched Network)을 통해 전화 통화 또는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호 접속 유지 상태에서 현재 위치한 셀에서 다른 이웃 셀로 이동하는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하드 핸드오버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

상기 이동 단말기와의 무선 접속 종단 기능을 수행하고,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트래픽을 WCDMA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기

지국(Node B); 및

상기 이동 단말기의 호 접속 상태를 파악하고, 상기 호 접속 상태의 서비스 품질 등급이 하위 등급인 경우, 상기 이동 단말

기에 대해 하드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비동기 방식의 무선 제어국(RNC : Radio Network Controller)을 포함하되,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은 음성 전화나 영상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실시간 트래픽 전송 서비스를 나타내는 대화형 클래스

(Conversation Class);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시간 트래픽 전송 서비스를 나타내는 스트리밍형 클래스(Streaming Class);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과 텔넷(Telnet)을 포함해 상호 작용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를 나

타내는 쌍방향형 클래스(Interactive Class); 및

이메일 전송이나 다운로딩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백그라운드 클래스(Background Class)

를 포함하며, 트래픽 우선 순위가 가장 먼저인 상기 쌍방향형 클래스를 1 등급, 상기 대화형 클래스를 2 등급, 상기 스트리

밍형 클래스를 3 등급, 상기 쌍방향형 클래스를 4 등급 및 5등급, 상기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6 등급으로 정한 후,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4 등급 내지 6 등급에 대해서 상기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

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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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기는 패킷망인 비동기식 WCDMA망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선망인 IS-95B(Interim

Standard-95B)망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

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IS-95B 시스템과 WCDMA 시스템 모두를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접속 단말기(HAT : Hybrid Access

Termina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WCDMA 시스템은

전화 통화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송수신하는 기능과 호 처리를 고속으로 하기 위한 소프트 스위칭(Soft

Switching)을 실행하는 이동통신 교환국;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 받아 등록 인식, 등록 삭제, 위치 확인을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홈 위치 등록기

(HLR: Home Location Register);

상기 이동통신 교환국의 관할 영역으로 들어오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며, 새로 획득한 상기 이

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홈 위치 등록기로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문자 위치 등록기(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GPRS 서비스를 위하여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기반의 스위치 및 라우팅 접속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구조

를 갖추고, 데이터 서비스 처리를 지원하는 운영 체제(OS : Operating System)를 구비하는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

상기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상기 패킷망으로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 서비스의 이동성 제공

및 각종 데이터 관련 프로토콜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관문 지원 노드(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 및

운용자가 통신을 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각종 파라미터를 관리하며,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상기 하드

핸드오버 또는 소프트 핸드오버를 설정하는 요소 관리국(EMS: Element Management System)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제어국은 유무선 채널 관리, 상기 이동 단말기의 프로토콜 정합, 상기 기지국의 프로토콜 정합, 소프트 핸드오프

(Soft Handoff) 처리, 핵심망 프로토콜 처리,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접속, 장애 관리, 시스템 로딩

(Loading)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

드오버 설정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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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서비스 품질 등급에 따라 핸드오버 방식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호에 대해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광대

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WCDMA)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으로서,

(a) 이동 단말기의 호접속 요청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기와 호 접속된 단계;

(b) 상기 이동 단말기로 핸드오버를 위한 측정 제어(Measurement Control) 메시지를 송출하는 단계;

(c)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을 판단하여 새로운 무선 링크를 설정하는 단계;

(d)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으로 무선링크 설정 요청(Radio Link Setup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

지국과 데이터 전송 경로(Data Transport Bearer)를 설정하는 단계;

(e)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과 데이터 전송의 동기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단계;

(f) 상기 이동 단말기로 액티브셋 업데이트 명령(Active Set Update Command) 메시지를 전송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실행

하는 단계; 및

(g) 원 기지국으로 무선링크 삭제요청(Radio Link Dele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원 기지국과 데이터 전송

경로를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은 음성 전화나 영상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실시간 트래픽 전송 서비스를 나타내는 대화형 클래스

(Conversation Class);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시간 트래픽 전송 서비스를 나타내는 스트리밍형 클래스(Streaming Class);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과 텔넷(Telnet)을 포함해 상호 작용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를 나

타내는 쌍방향형 클래스(Interactive Class); 및

이메일 전송이나 다운로딩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백그라운드 클래스(Background Class)

를 포함하며, 트래픽 우선 순위가 가장 먼저인 상기 쌍방향형 클래스를 1 등급, 상기 대화형 클래스를 2 등급, 상기 스트리

밍형 클래스를 3 등급, 상기 쌍방향형 클래스를 4 등급 및 5등급, 상기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6 등급으로 정한 후,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4 등급 내지 6 등급에 대해서 상기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

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에서, 상기 새로운 무선 링크는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이 낮은 경우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무선 링크이

고, 상기 서비스 품질 등급이 높은 경우 소프트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무선 링크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

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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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으로부터 무선링크 설정 응답(Radio Link Setup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데이터 전

송 경로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에서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전송 경로가 설정되었음을 알리는 무선링크 활성화 표시(Radio Link Restore

Indication) 메시지를 수신한 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채널-프레임 프로토콜(DCH-FP:Data CHannel-Frame

Protocol)을 이용해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으로 다운링크 동기(Downlink Synchronization)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핸드오버 대상 기지국으로부터 업링크 동기(Uplink Synchronization)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

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무선 제어국으로부터 액티브셋 업데이트 명령 메시지를 수신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한 후, 상기 무

선 제어국으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였음을 알리는 액티브셋 업데이트 완료(Active Set Update Complete)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g)는

상기 이동 단말기로부터 무선링크 해제응답(Radio Link Release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데이터 전송 경로

를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는 패킷망인 비동기식 WCDMA망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회선망인 IS-95B(Interim

Standard-95B)망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의 서비스 품

질을 이용한 핸드오버 설정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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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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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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