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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CDMA-TO-CDMA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지원방법 및 그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본 발명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상황도.

제2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
장치도.

제3도는 현재의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군 랜덤화기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
한 예시도.

제4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장치도.

제5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일실시예.

제6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간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일실시
예.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0,80 : 안테나                                  100 : 데이터 송신부

46 : 업카운터                                    58 : 다운카운터

50 : 확산 스펙트럼 변조기                  52 : 위치선정장치

60 : 파일롯 수신장치                         62 :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

64 : 제어기                                       66 : 데이터변환부

48,56 : 국부 발진 주파수 합성기         82 : 아날로그 수신기

84 : 확산 스펙트럼 역확산기               86 : 디지털 수신기

90 : 기지국 채널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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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 접속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이하 CDMA라 칭한다)방식의 셀룰라 시
스템에서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방식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간을 이동하는 이동국에서 핸드오프
(handoff)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주파수가 다른 임의의 기지국을 통한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CDMA 방
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CDMA-TO-CDMA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지원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셀룰라폰 시스템은 셀룰라 서비스 구역을 소정의 서비스 영역으로 세분화한 후 각각의 영역
마다 셀룰라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지국을 설치하여 이동국(예를 들어, 카폰, 셀룰라폰) 등이 무선통신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때, 셀룰라폰 시스템에서는 많은 이동국에게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다수개의 채널을 확보
하여야 하는데,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중 대표적인 방식은 코드분할 다중 억세스(CDMA)방식과 시 분
할 다중 억세스(TDMA)방식이 있다.

상기의 방식중 CDMA 방식을 사용한 셀룰라폰 시스템에서도 보다 많은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시스
템 전체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파수분할 다중 억세스(frequency division multple access : FDMA) 
방식을 병행하여 셀룰라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셀을 계획하면, 어떤 기지국
은 인접 기지국이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된다.

CDMA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이동국의 핸드오프의 관련된 기존의 발명으로는 미국 특허 5,101,501호(명칭 : 
METHOD  AND  STSTEM  FOR  PROVIDING  A  SOFT  HANDOFF  IN  COMMUNICATIONS  IN  CDMA  CELLULAR  TELEPHONE 
SYSTEM)에 제시되어 있는 방식과 1990년 10월 1일 발표된 CDMA  Digital  CAI  Standard-Cellular  System 
Dual-Mode Mobile Station-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Draft Revision 1.0에 제안되어 있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상기 미국 특허에서 제시되어진 소프트 핸드오프방식은 두 기지국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
을 때, 핸드오프 진행중에 이동국은 두 기지국에서 송신하는 사용자 정보를 받아서 다중 경로 다양성 결
합을 하여 더 좋은 수신 감도를 유지하다가, 핸드오프를 완료할 때에는 한 기지국으로 통신로를 완전히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동국이 핸드오프하려는 기지국이 현재 이동국이 수신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동국이 핸드오프하려는 기지국의 신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기 FDMA 방식이 병행되어 있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는 소프트 핸드오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이동국이 핸드오프할 
수 없다.

또한, CDMA 방식 셀룰라폰 시스템에서의 이종 주파수간 핸드오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1990
년 10월 1일에 제안되어진 두가지 방식중 현재 통신하는 기지국이 그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거리를 측
정하여, 그 기지국이 인접 기지국의 주파수 사용 현황과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이동국에게 명령하는 첫째 방법은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거리만이 핸드오프 결정 변수
이므로 전파의 세기에 의한 영향은 고려할 수 없어 이동국의 이동방향에 따라서는 이동국이 불필요한 핸
드오프를 수행하거나, 혹은 핸드오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핸드오프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반면에, 인접 기지국이 현재 통신하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로 사용자 정보를 통신하지는 않지만 
그 주파수로 파일롯 신호를 계속 송신하여 이동국이 상기 미국 특허에서 제시되어진 소프트 핸드오프 방
법으로 핸드오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지국은 그 결정과 인접 기지국의 주파수 사용 현황을 보
고 이동국에게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가적인 장비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일롯 신호만을 송신하려 하여도 현재의 시스템이 갖춘 거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
이다.

이처럼, 시스템 전체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FDMA 방식을 병행하는 CDMA 방식 셀룰라폰 시스템을 설계
하는데 있어 기존의 방식들로서는 상술한 바와같은 문제점이 있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부가 장비만을 갖추고서도 전파의 세기를 고려
하여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간을 이동하는 이동국의 CDMA-TO-CDMA 이종 주파수 핸
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코드분할 다중 접속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이
동국간의 통신로 형성을 위한 이동국의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지원장치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신시 수신
되는 각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의 코드획득 동작을 수행하는 파일롯 수신장치와, 제어신호에 따라 수신되
는 데이터를 복조하여 출력하는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와,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
치에서 복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를 사용자 정보로 변환하거나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데이터 변환부와,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율에 따라 혹은 동작모드(정상모드와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모드)에 따라 데이터의 위치를 정해주는 
위치선정장치와, 상기 위치선정장치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데이터를 선형 연속 확산 스펙트럼 신호로 변조
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송출하는 확산 스펙트럼 변조기 및 상기 파일롯 수신장치에서 출력되는 각 기지국
의 파일롯 신호세기를 입력받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지국에 상기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와 위치선정
장치를 동기시키고 상기 데이터 변환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다수개의 수신 안테나들을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입
력받아 다운컨버팅 동작하는 아날로그 수신기와, 상기 아날로그 수신기에서 다운컨버팅되어진 확산 스펙
트럼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확산 스펙트럼 역확산기와, 상기 확산 스펙트럼 역확산기에서 출
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받아 사용자 정보 데이터를 검출하는 디지털 수신기 및 정상모드로 이동국을 
할당 받았을 경우와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모드로 이동국을 할당받았을 경우, 두 경우에 따라 알맞은 데이
터 수신위치를 지켜주는 기지국 채널 제어장치를 포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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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통신 서비스 구역을 소정의 서비스 영역으로 
세분화한 후 각각의 영역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지국을 설치하여 이동국이 무선통신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기 기지국을 소정 개수씩 묶어 해당 기지국을 관리하는 셀룰라 제어시스템 
등을 구비한 코드분할 다중 접속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기지국
으로의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지원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기지국마다 독특한 파일롯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과정과, 각각의 이동국은 특정 주파수로 호접속된 제1기지국과 통신시 상기 제1기지국이 발생시키는 
파일롯 신호의 세기를 수신하여 설정된 임계치와 비교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수신된 코드 위
상신호의 세기가 임계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핸드오프 요구정보를 상기 제1기지국이 연결되어 있는 
셀룰라 제어 시스템에서 송출하는 제3과정과, 상기 제3과정에서 핸드오프 요구정보를 입력받은 셀룰라 제
어시스템은 해당 이동국과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기지국중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임의의 제2기지국을 선택한 후 해당 이동국에 핸드오프 허가정보를 송출하는 제4과정 및 상기 이
동국은 상기 제4과정에서 선택되어진 제2기지국을 통하여 핸드오프후 정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5과정을 
포함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은, 무선통신 서비스 구역을 소정의 서비스 영역으로 
세분화한 후 각각의 영역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지국을 설치하여 이동국이 무선통신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기 기지국을 소정 개수씩 묶어 해당 기지국을 관리하는 셀룰라 제어시스템 
등을 구비한 코드분할 다중 접속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임의의 기지국으로부터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지국으로의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
제1셀룰라 제어시스템(10)이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하였고, 인접 기지국중에 다른 제2셀룰라 제어
시스템에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기지국(18)이 있을 경우 상기 제1셀룰라 제어
시스템(10)은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에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을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기지국
(18)에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이동국 할당 요구 정보를 보내는 과정과 ;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
은 해당 기지국(18)에게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내고, 상기 기지국(18)은 상
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에게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보내면,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
2)은 상기 제1셀룰라 제어시스템(10)에 전송받은 핸드부호 세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과 ; 상기 셀룰라 제
어시스템(10)은 상기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판단하여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에 적합한 기지국을 
판단하고, 해당 기지국이 제3기지국(18)이면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셀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시스템
의 절체 요구를 보내고, 제1기지국(14)을 통하여 이동국(22)에게 핸드오프 지시정보를 보내는 과정 ; 및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12)이 공중 통신망으로부터 제어시스템 절체 응답정보를 받으면 셀룰라 제어
시스템(10)은 자신과 연결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냈던 제1기지국(14,20)에 
호 끊음정보를 보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CDMA-TO-
CDMA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지원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본 발명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상황도로서, 본 발명에 따른 
이종 주파수간의 핸드오프 지원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셀룰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되어 
있는 각 기지국에서 위상만 다른 특정 신호 즉, 파일롯 신호를 발생시켜 주어야 한다.

이동국(22)가 다수의 기지국중 임의의 기지국(14)(이하, 제1기지국이라 칭한다)에 가장 근접한 상황에서 
상기 이동국(22)가 동작을 시작하면 주변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때, 각 기직국의 파일롯 신호는 하나로 정해진 PN(psuedo-random) 코드를 사용하여 위상만을 틀리게 사
용하므로, 상기 이동국(22)는 모든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우선, 상기 이동국(22)는 우선 주파수라는 한가지 주파수에 대하여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만약, 상기 신호세기의 측정과정에서 상기 이동국(22)에서 수신신호의 세기가 가장 컸다고 판단된 기지국
이 제1기지국(14)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이동국(22)는 상기 제1기지국(14)의 파일롯 신호를 이용하여 제1
기지국(14)의 시스템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과정에서 수신되어진 기지국의 시스템 정보로부터 제1기지국(14)에서 사용되는 통신 주파수를 알아
내어,  일정한 알고리즘(첨부된 도면중 제3도의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음)을 통하여 상기 제1기지국
(14)의 각 주파수에 데이터가 고루 분포되도록 특정 주파수에 다시 동기를 맞춘다.

상기 과정에서 동기되어진 특정 주파수를 통하여 상기 이동국(22)는 화살표 24a 방향으로는 상대방의 정
보를 받고 화살표 24b의 방향으로는 이동국 자신의 정보를 보낸다.

사용자 정보교환중에 상기 제1기지국(14)는 셀룰라 제어시스템(10)과 연결되어 있고, 상기 셀룰라 제어시
스템(10)은 공중전화망과 또 다른 시스템 셀룰라 제어시스템(12)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셀룰라 제어시스템(10,12)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지국(16,18,20)은 우선 주파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이동국(22)이 상기 제1기지국(14)으로부터 떨어져 상기 다른 기지국(16,18,20)으로 접근하
는 경우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제2기지국(16)으로 핸드오프하는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기지국간의 핸드오프와 제3기
지국(18)으로 핸드오프하는 다른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기지국간의 핸드오프, 두가지의 이종 주파
수간 핸드오프가 일어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이동국과 기지
국에 구비되는 수단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제2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 
장치도로서, 안테나(40)를 통하여 무선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부(100)와,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100)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의 복조를 위한 다운컨버터(58)와, 상기 다운컨버터(58)의 출
력에서 기준으로 각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의 코드획득 동작을 수행하는 파일롯 수신장치(60)와, 제어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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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기 다운컨버터(58)을 통하여 수신되는 데이터를 복조하여 출력하는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
(62)와,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62)에서 복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를 사용자 정보
로 변환하거나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데이터 변환부(66)와, 제어신
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변환부(66)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하나의 프레임 데이터로 형성하기 위한 
위치선정장치(52)와, 상기 위치선정장치(52)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데이터를 확산 스펙트럼 신호로 변조하
여 출력하는 확산 스펙트럼 변조기(50)와, 상기 확산 스펙트럼 변조기(50)에서 출력되는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송신용 해당 주파수로 변조하여 상기 데이터 송수신부(100)에 입력하는 업컨버터(46) 및 상기 파
일롯 수신장치(60)에서 출력되는 각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세기를 입력받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지국에 
상기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62)와 위치선정장치(52)를 동기시키고 상기 데이터 변환부(66)의 동작을 제
어하는 제어기(64)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다운컨버터(58)와 업컨버터(46)를 통하여 송수신 주파수의 복변조를 위하여 제1국부 발진 주
파수 합성기(48)와 제2국부 발진 주파수 합성기(56)가 구비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국 장치에서 주요 구성
요소의 동작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기지국에서 발생시키는 파일롯 신호의 특성은 하나로 정해진 PN(psuedo-random) 코드를 사용하
여 위상만을 틀리게 사용토록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파일롯 수신장치(60)에서는 상기 PN 코드의 코드획득 동작을 통하여 모든 기지국의 파일롯 신
호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후, 측정된 각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세기를 제어기(64)에게 전달하고 상기 제어기(64)는 파일롯 신호세
기의 순서에 따라 기지국을 설정한 후 설정되어진 기지국에 맞추어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62)를 동기시
킨다.

상기 제어기(64)에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62)를 동기시킴에 따라 각 기지국의 시스템 정보의 수
신하고, 호 설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상기 제어기(64)에서는 사용자의 사용자 정보를 복조하여 데이터 변
환부(66)를 통하여 사용자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시킨다.

상기 과정을 통한 호 설정후 상기 제어기(64)는 파일롯 수신장치(60)으로부터 각 기지국의 파일롯 세기를 
받아서 임계치들과 비교하여, 비교결과에 따라서 핸드오프를 결정한다.

그러나, 모든 파일롯 세기가 임계치보다 작을 경우, 상기 제어기(64)가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요구정보를 호 설정되어 있는 기지국에 송출하여 셀룰라 제어시스템(첨
부한 제1도 참조)에 전송한다.

혹은, 현재 통신하고 있는 임의의 기지국의 파일롯 세기가 임계치 보다 낮을 경우 인접되어 있는 소정 개
수의 기지국의 파일롯 세기도 함께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전송하므로서,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오는  사용자  정보는  20ms의  길이를  한  프레임으로  하며,  각  프레임은 
1.25ms의 PCG(power control group)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지국은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각 PCG마다 이동국으로 하여금 전력을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을 명령하는 전력제어 비트를 삽입하여 보낸다.

이와같은 이유로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데이터는 연속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높은 전송률을 갖
는 프레임은 높은 전력으로, 낮은 전송율을 갖는 프레임은 낮은 전력으로 송신한다.

즉, 낮은 전송율을 갖는 데이터는 (최대 전송율/낮은 전송율)만큼 반복하여 송신하되 전력은 그의 역으로 
줄여서 보낸다.  

그러나,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보내는 데이터는 파일롯 신호를 같이 보낼 수 없으므로 위의 방법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낮은 전송율을 갖는 프레임은 (낮은 전송율/최대 전송율)의 제곱근만큼 전력을 줄여서 보
내야 한다.

따라서 평균 송신전력양이 커지므로, 기지국에서의 프레임 데이터 송신방식과는 달리, 어느 전송율을 갖
던지 같은 전력으로 보내고, 낮은 전송율을 갖는 데이터에 한하여 (낮은 전송율/최대 전송율)만큼한 한 
프레임을 데이터로 채워서 보낸다.

이때, 데이터를 채우는 단위는 PCG로 하며 데이터를 채우는 역할은 위치선정장치(52)에서 수행한다.

상기 위치선정장치(52)는 상술한 기능 이외에도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모드시에는 한 프레임에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와같이, 상기 위치선정데이터(52)에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채워진 데이터는 확산 스펙트럼 변조기(50)에 
입력되고, 상기 확산 스펙트럼 신호로 변조하여 업컨버터(46) 송신용 해당 주파수로 변조하여 송신한다.

이때, 제1국부 발진 주파수 합성기(48)는 정상 동작모드에서는 이동국 자신과 호 접속되어 있는 기지국간
에 현재 사용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합성해내지만, 만약 상술한 이유로 인한 이종 주파수 핸
드오프모드에서는 상기 위치선정장치(52)로부터 데이터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가 송신된되는 
시간에는 정상모드로 동작하고,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가 송신되는 시간에는 우선 주파수를 발생
시킨다.

상기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 장치의 동작중 위치선정장치(52)의 바람직한 동작예를 첨부
한 제3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도는 현재의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군 랜덤화기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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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시도로서, 이전 프레임을 전송할 때에사용한 14칩의 정한 위치의 PN 코드열을 사용하며, 이에 의한 
한 프레임내의 데이터군 위치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제3도에 도시되어 있는 데이터군의 각 레이트(rate)들의 위치에서 중요한 원리는 같은 PN 열에 대하
여 1/8레이트의 데이터가 보내지는 위치에는 모든 레이트의 데이터가 항상 위치하며, 1/4레이트의 데이터
가 보내지는 위치에는 플레이트와 1/2레이트의 데이터가 항상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으로 1/2레이트의 데이터가 위치하지 않는 위치는 1/4, 1/8레이트의 데이터도 위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설계된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 장치의 동작중 위치선정장치(52)의 특성은, 
상기 제어기(64)가 내부 시스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로 동작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사용자 정보 데
이터의 최대 전송율을 1/2레이트로 낮추고,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는 1/2레이트로 고정시켜 전송
(제3(e)도 참조)하는 것이다.

첨부한 제3도에서 1/2레이트의 특성은, 풀 레이트(Full Rate)를 0,1,2,3, 4,5,6,7,8,9,10,11,12,13,14,15
이라 하는 경우 b0, 2+b1, 4+b2, 6+b3, 8+b4, 10+b5, 12+b6, 14+b7, 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상기 

1/2레이트의 데이터가 없는 위치에서의 1/2레이트의 특성은, b0', 2+b1', 4+b2', 6+b3', 8+b  4', 10+b5', 

12+b6', 14+b7'(b'n은 bn의 논리역)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제3(b)도에서 로우상태로 도시되어 있는 b0', 2+b1', 4+b2', 6+b3', 8+b4', 10+b5', 12+b6', 14+b7'부

분에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를  위치시키면  1/4레이트(제3(c)도  참조)와  1/8레이트(제3(d)도 
참조)에서 전송될지 모를 데이터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기 위치선정장치(52)는 제1국부 발진 
주파수 합성기(48)를 제어하여 사용자 정보 데이터와 이종 주파수 전치부호를 각기 다른 주파수로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위치선정장치(52)는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모드인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동작하지만, 
정상모드인  경우에는  최대  데이터  전송율을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데이터만을  제3도에  도시되어  있는 
(a)-(d)도에 맞추어전송하도록 상기 제1국부 발진 주파수 합성기(48)를 제어한다.

이하, 상기 제2도와 제3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이
동국 장치에 대응하여 사용자 정보 데이터와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를 수신할 수 있는 기지국에 
대하여 첨부한 제4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4도는 CDMA 방식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장치도로서, 다수개의 수신안테나(80)을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입력받아 다운컨버팅 동작하는 아날로
그 수신기(82)와, 상기 아날로그 수신기(82)에서 다운컨버팅되어진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하는 확산 스펙트럼 역확산기(84)와, 상기 확산 스펙트럼 역확산기(84)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
터를 입력받아 사용자 정보 데이터를 검출하는 디지털 수신기(86) 및 상기 확산 스펙트럼 역확산기(84)에
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로 입력받아 현재 입력되는 데이터중 우선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판단하여 
상기 디지털 수신기(86)를 제어하는 기지국 채널 제어장치(9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장치에서의 기지국 채널 제어장치(90)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 채널 제어장치(90)의 기능은 현재 자신이 속한 기지국 수신장치가 시스템 제어기로부터 이종 주파
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을 할당받으면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가 수신되는 위치를 디지털 수신
기(86)에 알려주고 만약, 새로운 호 시도를 위한 이동국을 할당받으면 데이터가 수신되는 위치를 상기 디
지털 수신기(86)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 동작하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과 기지국의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위한 수
단들을 구비한 상태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방법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제1경우)와 다른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제2경우)등 두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각 경우에 따라서 이동국이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하는 방법과 셀룰라 제어시스템이 결
정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는데, 첨부한 도면중 제5도와 제6도는 상술한 두가지 핸드오프 경우에 사용하
는 방법의 일 실시예이며, 상기 실시예 모두 셀룰라 제어시스템이 핸드오프를 결정하는 예이다.

우선, 첨부한 제5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1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5도는 이동국이 임의의 기지국으로부터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기지국으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는 경우이다.

이동국(22)은 우선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 제1기지국(14)과 사용자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상기 제1기지
국(14)의 파일롯 세기를 임계치와 지속적으로 비교한다.

어느 순간에 상기 이동국(22)내의 제어기(64)에서 상기 제1기지국(14)의 파일롯 세기가 임계치보다 낮아
진 것을 파일롯 수신장치(60)으로부터 알게되면, 해당 주파수로 수신되는 각 기지국들의 파일롯 신호세기
를 포함한 핸드오프 요구정보를 상기 제1기지국(14)를 통하여 셀룰라 제어시스템(10)에 보낸다.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은 해당 주파수에서 핸드오프에 적절한 기지국을 발견치 못하였을 때 상기 이
동국(22)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각 기지국들의 파일롯 신호세기를 기준)하는 제1기지국(14)을 통하여 상
기 이동국(22)에게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라는 명령을 포함한 핸드오프 응답정보를 보낸다.

또한,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이 상기 제1기지국(14)를 포함한 적절한 범위의 인접 기지국들(16,20)
에게 상기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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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22)가 사용한 정보와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로 상기 제1기지국(14)와 통신하던 주파
수와 우선 주파수를 변조하여 송신한다.

이때 상기 제1기지국(14)를 포함한 적절한 범위내의 인접 기지국들(16,20)은 우선 주파수로 수신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의 에너지를 포함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상기 셀룰라 제
어시스템(10)에 전송한다.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는 상기 제1기지국(14)를 포함한 인접 기지국(16,20)으로부터 받은 이종 주파
수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국(22)가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인접 제2기지국(16)을 선택하고, 선택된 제2기지국(16)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핸드오프
지시정보를 상기 제1기지국(14)를 통하여 이동국(22)에게 전달한다.

상기 이동국(22)는 핸드오프 지시정보에 포함한 내용에 따라 상기 제2기지국(16)로 통신로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만을 제2기지국(16)을 통하여 다른 사용자와 통신한다.

통신이  종료되면  핸드오프  완료정보를  상기  제2기지국(16)을  통하여  셀룰라  제어시스템(10)으로 
전송하고,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은 상기 제2기지국(16)이외의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냈던 기지국들
(14,20)에게 호 끊음정보를 보낸다.

상술한 방법중에서 셀룰라 제어시스템(10)이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하는 대신 이동국(22)가 자신이 
우선 주파수 이외의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변 모든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의 세기가 임계
치보다 작을 때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할 것을 결정하고, 셀룰라 제어시스템(10)에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를 요구하여야만,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에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처리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방식과 다른 실시예를 첨부한 제6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제6도는 이동국이 임의의 기지국으로부
터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지국으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는 경우로서 
간략히 설명하면, 제1셀룰라 제어시스템(10)이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하였고, 인접 기지국중에 다
른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에 연결된 기지국(18)이 있을 경우 상기 제1셀룰라 제어시스템(10)은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기지국(18)에 전송할 것을 요
구하는 이동국 할당요구정보를 보낸다.

이때,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은 해당 기지국(18)에게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
정보를 보낸다.

상기 기지국(18)은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에게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보내면, 상기 제2
셀룰라 제어시스템(12)은 상기 제1셀룰라 제어시스템(10)에 전송받은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전달
한다.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은 상기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판단하여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에 적
합한 기지국을 판단하고, 해당 기지국이 제3기지국(18)이면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셀룰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어시스템의 절체 요구를 보내고, 제1기지국(14)을 통하여 이동국(22)에게 핸드오프 지시정보를 보
낸다.

셀룰라 제어시스템(10,12)이 공중 통신망으로부터 제어시스템 절체 응답정보를 받으면 셀룰라 제어시스템
(10)은 자신과 연결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냈던 제1기지국(14,20)에게 호
끊음정보를 보낸다.

상술한 바와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따른 CDMA 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CDMA-TO-CDMA이종 주파수 핸드
오프의 지원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여 시스템 전체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FDMA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의 CDMA 방식 셀룰라폰 시스템을 설계시 간단한 부가 장비만을 갖추고서도 전파의 세기를 이종 주파수 핸
드오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의 수신시 수신되는 각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의 코드획득 동작을 수행하는 파일롯 수신장치(60)와 
; 제어신호에 따라 수신되는 데이터를 복조하여 출력하는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62)와 ; 제어신호에 따
라 상기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에서 복조되어 출력되는 데이터를 사용자 정보로 변환하거나 사용자의 사
용자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데이터 변환부와(66) ;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변
환부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율에 따라 혹은 동작모드(정상모드와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모
드)에 따라 데이터의 위치를 정해주는 위치선정장치와(52)와 ; 상기 위치선정장치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데이터를 확산 스펙트럼 신호로 변조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송출하는 확산 스펙트럼 변조기(60) ; 및 상기 
파일롯 수신장치에서 출력되는 각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세기를 입력받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지국에 
상기 디지털 데이터 복조장치와 위치선정장치를 동기시키고 상기 데이터 변환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기(6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CDMA-TO-CDMA이종 주파수 핸드오
프의 이동국 지원장치.

청구항 2 

다수개의 수신안테나(80)들을  통하여 수신된 신호를 입력받아 다운컨버팅 동작하는 아날로그 수신기와
(82) ; 상기 아날로그 수신기에서 다운컨버팅되어진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확
산 스펙트럼 역확산기와(84) ; 상기 확산 스펙트럼 역확산기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받아 사
용자 정보 데이터를 검출하는 디지털 수신기(86) ; 및 정상모드로 이동국을 할당받았을 경우와 이종 주파
수 핸드오프모드로 이동국을 할당받았을 경우 두 경우에 따로 알맞는 데이터 수신위치를 가리켜주는 기지
국 채널 제어장치(9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CDMA-TO-CDMA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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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핸드오프의 이동국 지원장치. 

청구항 3 

무선통신 서비스 구역을 소정의 서비스 영역으로 세분화한 후 각각의 영역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관리하
는 기지국을 설치하여 이동국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기 기지국을 소정 개수씩 
묶어 해당 기지국을 관리하는 셀룰라 제어시스템을 등을 구비한 코드분할 다중 접속방식의 셀룰라 시스템
에서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기지국으로의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서, 각각의 기지국마다 독특한 파일롯(pilot)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과정과 ; 각각의 이동국은 특정 주파
수로 호 접속된 제1기지국과 통신시 상기 제1기지국이 발생시키는 파일롯(pilot) 신호의 세기를 수신하여 
설정된 임계치와 비교하는 제2과정과 ; 상기 과정에서 수신된 파일롯 신호의 세기가 임계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핸드오프 요구정보를 상기 제1기지국이 연결되어 있는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송출하는 제3
과정과 ; 상기 과정에서 핸드오프 요구정보를 입력받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
는 특정 기지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국과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기지국중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
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제2기지국을 선택한 후 해당 이동국에 핸드오프 허가정보를 송출하는 
제4과정 ; 및 상기 이동국은 상기 제1기지국과 다른 임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상기 제4과정에서 선택되
어진 제2기지국을 통하여 핸드오프후 정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제5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CDMA-TO-CDMA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지원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은 통신중인 상기 제1기지국의 파일롯 신호세기가 임계치보다 낮은가를 판
단하는 제1단계와 ; 상기 단계에서 임계치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대역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각 기
지국에서 발생되는 파일롯 신호를 수신하는 제2단계 ; 및 상기 단계에서 수신되는 각 기지국들의 코드위
상신호 세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핸드오프 요구정보를 상기 제1기지국을 통하여 상기 제1기지국이 연결
되어 있는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송출하는 제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CDMA-TO-CDMA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지원방법.

청구항 5 

제3항 내지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은 상기 핸드오프 요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지국들의 파
일롯 신호세기를 검출하여 해당 통신 주파수에서 핸드오프에 적절한 기지국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는 제1
단계와 ; 해당 통신 주파수에서 핸드오프에 적절한 기지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제1기지국을 포
함하여 적절한 범위의 인접 기지국들에게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송출하는 제2
단계와 ; 해당 이동국이 최대 데이터 전송율을 낮추어 상기 제1기지국과 통신하던 통신 주파수를 변조하
여 데이터를 송출하고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위치에 우선 주파수를 변조하여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
부호를 송출하는 제3단계와 ; 상기 단계에서 송출되어진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 전치부호를 수신한 인접 
기지국들은 상기 전치부호의 수신세기를 해당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송출하는 제4단계와 ; 상기 셀룰라 제
어시스템에서는 수신되는 전치부호의 수신세기를 기준으로 해당 기지국과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기지국
중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제2기지국을 선택하는 제5단계 ; 및 제1기지
국을 통하여 상기 이동국에게 상기 단계에서 설정되어진 제2기지국으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하라는 명령
을 포함한 핸드오프 허가정보를 송출하는 제6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방식의 셀룰라 시
스템에서 CDMA-TO-CDMA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지원방법.

청구항 6 

무선통신 서비스 구역을 소정의 서비스 영역으로 세분화한 후 각각의 영역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관리하
는 기지국을 설치하여 이동국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기 기지국을 소정 개수씩 
묶어 해당 기지국을 관리하는 셀룰라 제어시스템 등을 구비한 코드분할 다중 접속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
서, 이동국이 임의의 기지국으로부터 같은 셀룰라 제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기지국으로의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 제1셀룰라 제어시스템(10)이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결정하였고, 인접 기지국중에 다른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에 연결된 기지국(18)이 있을 경우 상기 제1
셀룰라 제어시스템(10)은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에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
보를 기지국(18)에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내는 과정과 ;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
(12)은 행당 기지국(18)에게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내고, 상기 기지국(18)은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12)에게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보내면, 상기 제2셀룰라 제어시스템
(12)은 상기 제1셀룰라 제어시스템(10)에 전송받은 핸드부호 세기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과 ;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은 상기 핸드오프 전치부호 세기정보를 판단하여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에 적합한 기지국을 
판단하고, 해당 기지국이 제3기지국(18)이면 공중 통신망을 통하여 셀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시스템
의 절체 요구를 보내고, 제1기지국(14)을 통하여 이동국(22)에게 핸드오프 지시정보를 보내는 과정 ; 및 
상기 셀룰라 제어시스템(10,12)이 공중 통신망으로부터 제어시스템 절체 응답정보를 받으면 셀룰라 제어
시스템(10)은 자신과 연결된 이종 주파수 핸드오프를 위한 이동국 할당정보를 보냈던 제1기지국(14,20)에 
호끊음정보를  보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방식의  셀룰라  시스템에서  CDMA  -TO 
-CDMA이종 주파수 핸드오프의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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