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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국 측정치의 사상-근거 또는 전용 보고서 작성을 제공한다. 이동국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하나 이
상의 셀에 대한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측정한다. 이동국은 설정된 상태나 사상을 고려하여,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평가하고, 설정된 상태가 만족됐는지 또는 사상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한다. 평가를 근거로, 
이동국은 보고서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로 송신한다. 따라서, 사상의 발생 및/또는 상태의 만족은 상기 네트워크로의 
보고서 송신을 트리거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사상-근거 보고서 작성, 사상 발생, 보고서 송신 트리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dio access network)의 측정 툴(tool)
로서 이동 무선국(mobile radio station)을 이용한다.

    배경기술

    
통상적인 셀룰러 무선 시스템(cellular radio system)에서, 지리적 영역은 무선 네트워크(radio network)에 접속된 
기지국에 의해 서비스되는 셀(cell) 영역으로 분할된다. 셀룰러 무선 시스템의 각 이용자(이동 전화 가입자)에게 휴대
용, 소형, 핸드-헬드(hand-held) 또는 차에 장착되는 이동국이 제공되어 이동 무선 네트워크로 보이스(voice) 및/또
는 데이터(data)를 통신한다. 각 기지국은 송신기, 수신기 및 제어기를 갖는 다수의 채널 장치를 포함하고, 사방으로 
동일하게 송신하기 위한 무지향성 안테나(omnidirectional antenna)가 장착되거나, 또는 지향성 안테나(directional 
antenna)가 장착될 수 있고, 각각의 지향성 안테나는 특정 섹터(sector) 셀을 서비스한다. 또한, 각각의 이동국은 송
신기, 수신기, 제어기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포함할 수 있고, 특정 이동국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다.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cellular radio communication system)에서, 핸드오버(handover) 동작은, 설정된 무선 접
속에 참여하는 이동 무선 전화(mobile radio)가 시스템내의 셀 사이에서 이동할 때 계속해서 상기 접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발신 기지국과의 무선 접속의 신호 강도나 신호 품질이 설정된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때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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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가 개시된다. 종종, 낮은 신호 강도나 열등한 신호 품질 표시는, 이동국이 2개의 셀 사의의 보더(border)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국이 수신지 셀 근처, 또는 방해되지 않는 시야의 명확한 라인 근처로 이동하면, 수신지 셀
로의 무선 접속 핸드 오버는 보통 무선 송/수신을 개선시킨다.
    

    
일부 셀룰러 시스템에서, 핸드 오버 동작은 발신 셀과의 접속을 물리적으로 중단한 후 수신지 셀과 접속을 재설정할 것
을 요구하는데, 즉, " break-before-make" 스위칭(switching) 동작을 요청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하드(hard) 핸
드오버 기술은 시분할 다중 액세스(Time Division Multiple Access)(TDMA) 또는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Freq
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FDMA)형 셀룰러 시스템에 이용된다. 반면에, " 소프트(soft)" 핸드오버 기술은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ode Division Multiple Access)(CDMA)형 셀룰러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CDMA는, FD
MA 및 TDMA 기술에 비해 더욱 높은 스펙트럼(spectrum) 효율이 달성되므로, 더욱 대중적인 유형의 셀룰러 통신 용 
액세스이고, 이는 더욱 많은 셀룰러 이용자 및/또는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공통 주파수 대
역은 이동국과 다수의 기지국 사이의 동시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공통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신호는, 고속의 의사-
잡음(PN) 코드 이용을 근거로 하는 대역 확산 CDMA 파형 특성에 의해 수신국에서 식별된다. 이러한 고속 PN 코드는 
기지국과 이동국으로 부터의 신호 송신을 변조하는데 이용된다. 상이한 PN 코드(또는, 적절한 PN 코드 오프셋(offse
t))를 이용하는 송신국은 수신국에서 개별적으로 복조될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고속 PN 변조는, 송신 신호
의 다수의 고유 전파로(propagation path)를 결합시킴으로써 유익하게도 수신국이 단일 송신국으로 부터 수신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CDMA에서,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접속의 핸드오프(handoff)가 성립될 때, 이동국은 주파수를 스위치(swit
ch)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신지 셀은 이동국으로의 접속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발신 셀은 계속해서 그 접속을 
서비스 한다. 이동국은 핸드오버 동안 항상 하나 이상의 셀을 통해 통신하기 때문에, 호출에 방해(disruption)는 없다. 
그러므로, " 소프트 핸드오버" 란 용어가 이용된다. 하드 핸드오버와 달리, 소프트 핸드오버는 " make-before-brea
k" 스위칭 동작이다.
    

핸드오버에 관련된 셀이 종종 이동국과 무선 네트워크 사이의 조정(coordination)을 요청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동국은 
인접 셀로 부터의 기지국 제어 또는 동보 통신 채널을 감시하여, 이런 셀이 적절한 핸드오버 후보인지를 결정한다. 적절
한 셀 후보가 식별될 때, 이동국은 이런 사실을 무선 네트워크에 알린 후에, 핸드오버 동작이 개시될 수 있다. 물론, 다
른 핸드오버 절차가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무선 통신 시스템, 특히, 제 3 세대 광대역 CDMA 시스템(Wideband CDMA systems)(WCDMA)에서 전력 제
어가 중요하다. 이동국은 " 업링크(uplink)" 채널로 송신하기 전에 자신의 송신 전력 레벨을 설정해야 한다. 유사하게,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호출 채널(paging channel), 포워드 액세스 채널(forward access channel), 트래픽 채널(t
raffic channel)과 같은 " 다운링크(downlink)" 채널 상에 기지국 송신 전력을 설정해야 한다. 이동국과 기지국 무선 
송신에 대해 설정된 실제 전력 레벨과, 그로 인해 발생된 간섭 레벨은 모든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상당한 관심거리
이고, 이런 간섭은 다수의 무선국(radio)이 동일한 주파수로 송/수신하는 CDMA 시스템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하나의 
국(station)이 너무 큰 출력 전력으로 송신하면, 그로 인한 간섭은 다른 무선국에서 수신국이 다른 무선국으로 부터의 
송신을 정확하게 복조할 수 있는 지점으로 수신된 신호의 신호 대 간섭비를 떨어뜨린다. 다른 전력 관련 문제점은 소위 
말하는 " 당사자 효과(party effect)" 이다. 이동 전화가 너무 높은 전력 레벨로 송신한다면, 다른 이동 전화도 " 들을 
수" 있도록 각각 자신의 전력 레벨을 증가시켜, 그로 인해 이미 심각한 간섭 문제가 더해진다.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전력 제어 및 다른 중요한 동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는 네
트워크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한다. 상태는, 네트워크의 여러 위치에서 다양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의 현재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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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함으로서, 무리없이 양호하게 측정될 수 있다. 핸드오버의 예로써, 무선 네트워크는, 어떤 특정 셀이 특정 이동국 
접속을 위해 핸드오버용으로 적절한 후보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예와 관련하여, 즉, 특정 셀에서 간섭 레벨을 제어할 
시에, 무선 네트워크는 상기 셀내의 다양한 무선국의 송신 전력 레벨, 수신 전력 레벨, 간섭 레벨 등을 알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감시하는데 다른 매개 변수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적절하게 위치된 센서(sensor)나 다른 감시 장치에 의해 측정될 수 있고, 이 측정을 효과적이고 가
치있게 하는 이런 장치의 비용 및 설치는 터무니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이동국 자체가 측정 툴로서 (2차적으로) 이용되
어, 무선 네트워크에 국 무선 환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측정치는 핸드오버, 전력 
제어, 자원 관리 등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동작을 편리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동 무선 전화는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의 표준 세트(set)를 얻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에 측정 보고서(report)를 주
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주기적 측정 보고서의 단점은, 주기가 너무 길면 보고서는 변경 상태에 너무 늦게 또
는 너무 느리게 응답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따라 쇄퇴(outdate)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고서 작성(reporting) 시
간 주기가 감소되어 변화 상태에 대한 네트워크의 정보 관련성과 적절한 응답이 개선되면, 이동국으로 부터의 시그널링
(signalling) 양이 상당히 증가된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리하다. 첫째, 무선 대역폭이 제한되고, 이러한 
종류의 관리 시그널링이 간섭을 발생시켜 이용자 통신 용량이 감소한다. 둘째, 이렇게 빈번한 이동국 측정 보고서에 송
신되는 많은 정보가 최근 보고서에서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할 수 도 있다. 셋째, 빈번한 보고서 작성은 이동국의 배터리
를 소모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필요한 것을 지정하고 전술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 및 최적화 동작을 위해 플렉서블(flexible)한 일반 측정 툴로서 이동 무선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적시에 적당한 방식으로 이동국 측정치를 제공하여 무선 네트워크가 변화된 상태에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측정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국과 무선국 사이의 불필요한 측정 
시그널링을 줄이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은 이동국 측정의 사상-근거 또는 사상 중심 보고서 작성을 제공한다. 이동국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내의 하나 
이상의 셀에 대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측정한다. 이동국은 설정된 상태나 사상을 고려하여,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평가하고,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었는지, 또는 사상이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한다. 평가에 근거하여, 이
동국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보고서를 송신한다. 따라서, 사상의 발생 및/또는 상태 만족은 네트워크로의 보고서 송
신을 트리거(trigger)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는 정보를 수신하여, 관련있거나 새로운 측정 정보를 알리지 못
하는 쇄퇴되거나 중복된 측정 보고서를 송신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측정 보고서는 이동 전화 측정이 수행되는 셀, 특정 트리거 측정 사상,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의 측정된 값 및/또는 
다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는 질적인 또는 양적인 것일 수 있다. 전형적인 매개 변수는, 하
나 이상의 셀과 관련된 신호 강도, 신호 전력, 간섭 레벨, 신호 대 간섭비, 에러율(error rate), 트래픽량 등을 포함한다. 
히스테리시스(hysteresis)는, 설정된 상태나 사상이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이다. 
타임-트리거(time-to trigger) 간격은, 이동국에 의해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었는지 또는 사상이 발생되었는지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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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는, 하나의 상태 또는 모든 상태가 만족되면 송신되는 보고서를 이
용하는 둘 이상의 설정 상태나 사상을 고려하여 평가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설정된 상태나 사상은, 설정된 매개 변수 범위 내부 또는 외부로 이동하는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제 2 셀에 대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보다 양호해지는 제 1 셀에 대해 측정
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이다. 양 또는 음의 오프셋 값은, 측정 보고서가 송신되기 전에, 사상의 발생과 관련된 또 
다른 요청 상태로서 측정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에 추가될 수 있다. 상기 오프셋은 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정
된 상태나 사상은 변화 임계치를 초과하는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의 변화, 여러 셀 중 한 셀을 이용하여 무선 
링크상의 문제점 검출, 임계값을 교차하는 이동국의 송신 전력, 요구대로 자신의 송신 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시작하는 이동국 및, 포화되는 이동국 수신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동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제어 노드는 이동국에게, 하나 이상의 셀에 대한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측
정하고 설정된 사상 및/또는 상태를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셀 각각에 대해 각각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평
가하라고 지시한다. 이동국은 상기 사상이 발생할 때, 제어 노드로 보고서를 송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동국으로부
터 보고서가 수신될 때, 제어기는 수신 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동작을 수행할지를 결정한다. 대표적인 동작은 핸드오버, 
전력 제어, 채널 형태 스위칭, 동작과 유지, 네트워크 평형(balancing), 네트워크 최적화 등을 포함한다.
    

    
제어 노드는, 바람직하게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형태의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측정 제어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동국 측
정 지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측정 제어 메시지는 간단히 이동국이 측정해야하는 하나 이상의 매개 변수 측정치를 규
정하고, 보고서를 트리거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상 및, 보고서가 포함해야 하는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를 식별한다. 
이동국 측정치 및 사상은 특정 네트워크 동작이나 네트워크 평가에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필요성과 동
작을 위해 상당한 융통성 및 적응력이 있다. 이런한 것에 관해서, 후속되는 측정 제어 메시지는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
수, 설정된 사상을 변경할 수 있고, 측정되는 추가 매개 변수를 추가하거나, 또는 평가되는 다른 설정된 사상을 규정할 
수 있다. 사실상, 이동국은 설정된 조건이 만족된다 할 지라도 보고서를 송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전술된 그리고 다른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 뿐만 아니라 이하의 실시예를 참조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 도면에서 동일한 문자는 동일한 부품을 나타낸다.

도 1A는, 본 발명에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의 다이아그램이다.

도 1B는 도 1A에 도시된 이동국의 간단한 기능 블록 다이아그램이다.

도 1C는 도 1A에 도시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와 기지국의 간단한 기능 블록 다이아그램이다.

도 2는 이동국 측정치의 사상-근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도시하는 기능 블록 다이아그램이다.

도 3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와 이동국 사이의 측정 관련 메시지를 도시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대표적인 이동국 측정 및 보고서 작성 절차를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도 5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 측정 제어 루틴의 대표적인 절차를 도시하는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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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내지 도 15는, 전형적인 사상과, 실예로서 이동국 측정 보고서의 송신을 트리거하는 사상과 관련된 다른 상태나 
요소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실시예

    
이하의 실시예에는, 비제한적이로 설명하기 위하여, 특정 실시예, 절차, 기술 등과 같은 특정한 세부 사항이 설명되어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이러한 특정 세부 사항이 구별되는 다른 실시예에서
도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전형적인 매개 변수, 사상, 조건 및 네트워트 동작은 이하의 실
시예와 관련하여 기술되고, 본 발명은 특정 측정, 사상, 조건 또는 네트워크 동작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른 예에서, 불
필요한 세부 사항으로 인해 본 발명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잘 공지된 방법, 인터페이스, 디바이
스 및 시그널링 기술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본 발명은 도 1A에 도시된 범용 이동 통신(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UMTS)(10)의 비제한적이고 
대표적인 내용으로 기술된다. 구름 모양(12)으로 도시된 대표적인 접속형 외부 코어 네트워크의 예는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PSTN) 및/또는 종합 정보 통신 네트워크(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ISDN)가 될 수 있다. 구름 모양(14)으로 도시된 대표적인 비접속형 외부 코어 네트워크의 예는 인
터넷(Internet)이 될 수 있다. 두 코어 네트워크 모두 대응 서비스 노드(16)에 연결된다. PSTN/ISDN 접속형 네트워
크(12)는, 회로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전화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MSC) 노드(18)로 도시된 접
속형 서비스 노드에 접속된다. 기존 GSM 네트워크에서, MSC(18)는 인터페이스 A 상으로 기지국 서브시스템(Base 
Station Subsystem)(BSS)(22)에 접속된 후, 인터페이스 A' 상으로 무선 기지국(23)에 접속된다. 인터넷 비접속형 
네트워크(14)는, 때때로 서빙 GPRS 서비스 노드(serving GPRS service node)(SGSN)이라고도 불리는, 패킷 교환
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패킷 이동 통신 서비스(General Packet Radio Service)(GPRS) 노드(20)에 접속된다. 
각각의 코어 네트워크 서비스 노드(18 및 20)는 Iu 인터페이스라고도 불리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인터페이스
를 통해 UMTS 지상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MA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UTRAN)(24)에 접속된다. 
UTRAN(24)은 하나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26)를 포함한다. 각각의 RNC(26)는 URAN(24) 내의 다수의 기
지국(BS)(28)과 임의의 다른 RNC에 접속된다.
    

    
바람직하게, 무선 액세스는 CDMA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할당된 개별 무선 채널을 가진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WCDMA)를 근거로 한다. 물론, 다른 액세스 방법도 이용될 수 있다. WCDMA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서비스 및, 
다른 고속 송신율 뿐만 아니라, 고품질을 보증하는 상위(diversity) 핸드오프 및 RAKE 수신기와 같은 로버스트(robu
st) 특징을 위해 광대역폭을 제공한다. 각각의 이동국(30)은, 특정 이동국으로 부터의 송신을 식별하는 기지국(28)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한 영역 내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송신과 잡음에서 상기 이동국을 위해 지정된 기지국으로 부터의 
송신을 식별하는 이동국에 대한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를 할당받는다.
    

    
기지국(28)중 하나와 이동국(30) 사이에 여러 유형의 제어 채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워드나 다운링크 방향
에서, 이동국에 다양한 다른 유형의 제어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범용 동보통신 채널(general broadcast channe
l)(BCH), 호출 채널(paging channel)(PCH), 포워드 액세스 채널(forward access channel)(FACH)을 포함하는 다
양한 유형의 동보통신 채널이 있다. 역(reverse) 또는 업링크(uplink) 방향에서, 액세스가 위치 기록, 호출 발신, 페이
지 응답 및, 다른 유형의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면 언제든지 이동국에 의해 임의 액세스 채널(rand
om access channel)(RACH)이 이용된다. 트래픽 채널(TCH)이 할당되어 이동국과의 실지 호출 통신을 반송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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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부 이동국은 하나의 기지국하고만 통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국은 다수의 기지국 또는 
다수의 기지국 섹터, 예를 들어, 소프트 핸드오버로 통신할 수 있다. 유휴 상태(idle)일 때도, 이동국은 인근 기지국으
로 부터의 제어 채널 동보통신을 감시하거나 스캔(scan)한다.

    
도 1B에 도시된 이동국(30)은, 이동국에 의해 요청되는 다양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데이터 처리와 제어 유니트(3
2)를 포함한다. 이동국의 데이터 처리와 제어 유니트(32)는 안테나(35)에 접속된 무선 트랜시버(33)에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 처리와 제어 유니트(33) 및, 트랜시버(33)는 둘다 배터리(34)에 의해 전력이 공급된다. 
데이터 처리와 제어 유니트(32) 및, 트랜시버(33)로 배터리(34)에 의해 공급되는 젼력량은 데이터 처리와 제어 유니
트(32)로 부터의 하나 이상의 제어 신호에 의해 조정된다. 도 1C에 도시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26)와 기지국(28)은, 
RNC(26)와 이동국(30) 사이의 통신을 수행하라고 요청되는 상당히 많은 무선 통신과 데이터 처리 동작을 각각 수행
하기 위해 대응 데이터 처리와 제어 유니트(36 및 37)를 각각 포함하는 무선 네트워크 노드이다. 기지국 데이터 처리
와 제어 유니트(37)에 의해 제어되는 장치의 일부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39)에 접속된 다수의 무선 트랜시버(38)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이동국이 측정 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이용되어, UTRAN은 이동국에 의해 측정된 하나 이상의 매개 변수를 
근거로 하는 네트워크 상태의 실시간 지식을 수신할 수 있다. 다수의 이동국이, UTRAN에 네트워크내의 상이한 위치로 
부터의 상당한 양의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측정 보고서를 발생시켜 송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 발명은 몇 
안되는 수의 이동국을 이용하여, 또는 심지어 단 하나의 이동국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측정 보고서의 송신은 트리
거된 사상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태의 실시간 지식은 관련 순간에 선택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 UTRAN은 지연없이 
그리고 과도한 시그널링 오버헤드(overhead)없이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설정된 " 사상" 및/또는 설정된 " 상태" 
의 적응 세트가 한정되어, 트리거 측정이 이동국으로 부터 송신되는 측정 보고서가 트리거된다. 일단 보고서가 수신되
면, UTRAN은 그 보고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핸드오버, 전력 제어, 동작과 유지, 네트워크 최적화 및 
다른 절차와 같은, 응답이나 다른 바람직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2는 이동국 측정치의 사상-근거 보고서 작성(블록 40)을 위한 대표적인 절차를 순서도 포맷으로 개시한다. 이동국
은 하나 이상의 셀에 대한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측정한다(블록 42). 하나의 비 제한적인 대표적 매
개 변수는 현재 그리고 이웃 셀로 부터 수신된 기지국 동보 통신 채널 신호의 신호 강도이다. 이동국은 설정된 사상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각각 측정된 매개 변수를 평가한다(블록 44). 상기 평가를 근거로, 예를 들어, 설정된 사상이 발생하
고/또는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면, 이동국은 무선 네트워크에 보고서를 송신한다(블록 46). 보고서의 내용은 무선 네트
워크 오퍼레이터(operater)에 의해 설정된 약간의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간단하게 셀의 식별 및 발생
된 사상의 식별을 포함할 수 있다. 측정된 매개 변수의 값, 다른 매개 변수, 및 선택적 정보와 같은 다른 정보가 상기 보
고서에 제공될 수 있다. 수신 보고서에 응답하여, 무선 네트워크는, 적절하다면, 보고서를 이용하여 전술된 대표적인 동
작, 핸드오버, 전력 제어, 채널 형태 스위칭(예를 들어, 전용 채널에서 공통 채널로, 그리고 공통 채널에서 전용 채널로
의 스위칭)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측정된 매개 변수 및 측정된 사상 및/또는 상태는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특정 동작, 평가 또는 알고리
즘(algorithm)에만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다른 사상-트리거된 이동국 보고서에 대한 융통성 
및 적응력이 허용된다. 반면에, 측정과 보고서 작성 매개 변수와 사상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또는 필요한 것에 대해 명확
하게 만들어 질 수 있다. 사상-트리거 보고서 작성이 바람직하더라도, 이동국은 UTRAN으로 부터, 바람직하다면 주기
적인 또는 다른 유형의 비-사상-트리거된 보고서를 송신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실시간 행동(behavior)이나 특
정 이동국 측정치가 총 전체 시스템 행동보다 덜 중요하다면, 주기적인 보고서 작성이 네트워크 감독(supervision) 이
유로 채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선택된 시간 주기 동안 선택된 셀로 부터의 이동 전화 측정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감
독을 수행하도록 일부 이동국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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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 양태를 구현하는데 유용한 대표적인 시그널링 다이아그램을 도시한다. RNC, 기지국 또는 다른 제
어기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는 이동국을 위해 측정 제어 메시지를 발생시켜 송신한다. 일반적으로, 측정 제어 
메시지는 이동국에게 이동국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무선 통신 관련(또는 다른) 매개 변수를 측정하라고 
지시한다. 또한,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설정된 사상 및/또는 상태를 식별하여, 이동국에서 다시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
드로 송신된 측정 보고서의 송신을 트리거한다. 측정 제어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ㆍ 측정 매개 변수 : 이동국이 측정하는 것을 식별한다

ㆍ 측정 사상 및/또는 상태 : 트리거 사상 및/또는 상태를 식별한다

ㆍ 측정 아이덴티티(identity) 넘버 : 이동국 측정의 후속되는 변경에서 UTRAN에 의해 이용되고, 그리고 측정 보고서
에서 이동국에 의해 이용됨

ㆍ 명령 : 새로운 측정을 설정하고, 이전에 규정된 측정 매개 변수를 변경하고, 설정된 사상 또는 상태를 변경하고, 측정
을 멈추고, 측정과 관련된 이동 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거하는데 이용됨

ㆍ 선택적 매개 변수 :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와 관련있지만 시간 감지가 되지 않는 매개 변수

질적 및/또는 양적 매개 변수가 규정되어 측정될 수 있다. 비제한적이고 대표적인 매개 변수는 측정된 신호 강도, 신호 
전력, 비트 에러률, 신호 대 간섭비, 경로 손실, 트래픽량, 타이밍/동기화 오프셋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설정된 사상 
및/또는 상태는 도 6 내지 도 15와 관련하여 이하에 기술된다.

    
전형적인 측정 모드에서 이동국의 동작은 도 4의 기능 블록 포맷으로 도시된 대표적인 이동국 측정 루틴(블록 50)과 
관련하여 기술된다. 이동국은 초기에 전력이 공급(power on)되고, 무선 네트워크로 랜덤 액세스를 수행한다(블록 52). 
이동국이 유휴 상태일 때, 이동국은 초기에 수신된 측정 제어 메시지에서 식별되어 이동국에 저장된 무선 통신과 관련 
또는 다른 매개 변수의 한번 이상의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블록 54). 예를 들어, 유휴 상태인 이동국은 동보통신이나 
다른 제어 채널(들)을 감시하여, 수신 신호 강도가 측정 제어 메시지에서 이미 측정된 매개 변수라면 수신된 신호 강도
를 측정한다. 이동국에 저장되었던 설정된 사상 또는 다른 설정된 상태가 발생하면, 이동국은, 이미 수신된 측정 제어 
메시지에 의해 규정된 대로 측정 보고서를 발생시켜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로 송신한다(블록 56). 그 후, 이동국은 
무선 네트워크 노드로 부터 다른 측정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여 측정 매개 변수나 사상을 변경할 수 있다(블록 60). 이
동국이 지시받은 대로 저장된 매개 변수나 사상을 변경하고, 페이지에 응답, 네트워크에 기록, 호출 발신, 파워 오프(p
ower off) 등과 같은 다른 기능이나 동작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블록 62). 수행될 필요가 있다면, 상기 
기능이 수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국은 측정을 수행하여 기술된 바와 같이 이동 무선 전화에 저장된 정보와 관련하
여 사상-근거 보고서를 송신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예에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에서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선 네트워크 제
어 노드(RNCN) 측정 제어 절차의 순서도이다(블록 70). 무선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 의해 프로그램된 바와 같이, 무
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는, 이동국이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매개 변수, 사상 및/또는 상태를 결정한다(블록 72). 제어 
노드는 측정 제어 메시지를 발생시키는데, 이 측정 제어 메시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예를 들어, 블록 에러률, 비트 에러률. 신호 간섭비, 동기화/시간 차, 송신 전력, 수신 전력, 경로 손실, 간섭, 트래
픽량 등을 측정하는 하나 이상의 매개 변수

(2) 도 6 내지 도 15에 도시된 대표적인 사상과 같은 사상 및/또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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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 매개 변수 및,

(4) 다른 정보(블록 74)

제어 노드는 측정 제어 메시지를 하나 이상의 이동국에 송신한다(블록 76). 사상이 발생하여 측정 보고서의 송신을 트
리거할 때, 제어 노드는 이동국으로 부터 측정 보고서를 수신한다(블록 78). 제어 노드는,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를 근
거하여, 예를 들어, 핸드오버(주파수사이 그리고 주파수 내부에서 모두), 전력 제어, 채널 형태 스위칭, 동작과 관리, 
네트워크 최적화 등을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블록 80).

    
도 6 내지 도 15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로의 측정 보고서 발생 및 송신을 트리거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사상 및/또
는 상태의 예를 제공한다. 사상의 발생은 상태의 접점으로 볼 수 있지만(상태의 발생을 사상의 접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상은 보고서가 송신되기 전에 다른 상태와 결합될 수도 있다. " 사상" 또는 " 상태" 라는 용어는 단독으로 이용될 때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이동국으로 하여금 측정 보고서를 송신하도록 하는 임의의 설정된 발생이나 상태를 포함할 수 있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도 6은, 일반적으로 CH1, CH2 및 CH3으로 표시된 다수의 무선 채널의 시간에 대한 이동국 측정 매개 변수 값을 나타
내는 다수의 그래프를 도시한다. 이러한 무선 채널 송신은 통상적으로 기지국 셀로부터 동보통신되고, 이동국에 의해 
수신되고, 평가되어 신호 강도, 신호 품질 등과 같은 특징이나 매개 변수를 결정하도고 평가된다. 비제한적인 예로 상기 
무선 채널은 제어 채널,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 퍼치(perch) 채널, 또는 동보통신 채널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UTRAN에서, 상기 무선 채널은 1차 공통 제어 물리적 채널(PCCPCH)이 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범위는 현재 " 
가장 양호한" 채널(적어도 측정된 매개 변수 값의 형식으로)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로 부터 수
신된 측정 제어 메시지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 가장 양호한" 이란 용어는 가장 잘 측정된 매개 변수 값을 가진 채널에 
대응한다. CH3와 같은 감시된 무선 채널이 보고서 작성 범위에 들어가거나(보고서 작성 사상 1), 보고서 작성 범위에
서 나오면(보고서 작성 사상 2), 이동국은 측정 보고서를 발생시켜 송신한다. 보고서는 단순히, CH3이 보고서 작성 범
위에 들어갔거나 나왔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도 7은 다른 대표적인 사상을 도시한다. 보고서 작성 사상은, 2개의 감시된 무선 채널에 대해 측정된 매개 변수 값이 보
고서 작성 범위내에서 서로 교차하거나 엇갈릴 때 표시된다. 보고서 작성 사상 1은 무선 채널 CH1과 CH2가 교차할 때 
발생한다. 보고서 작성 사상 2는 무선 채널 CH1과 CH3가 교차할 때 발생한다. 보고서는 간단하게 채널이 교차되었다
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도 8은, 보고서 사상이 송신되기 전에 사상과 함께 발생해야 하는 설정된 상태의 예를 도시한다. 사상 트리거된 보고서
의 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히스테리시스양이 사상과 관련될 수 있다. 도 8의 예로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 CH2에 대해 
측정된 매개 변수 값이 채널 CH1에 대해 측정된 매개 변수 값을 초과하더라도, 채널 CH1과 CH2의 측정된 매개 변수 
값 사이의 차가 히스테리시스에 대응하는 특정 양에 도달할 때 까지 보고서 작성 사상은 트리거되지 않는다. 무선 채널 
CH2에 대한 값이 무선 채널 CH1에 대한 매개 변수 값 파형 아래쪽으로 가면서 교차되면, 무선 채널 CH2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이 히스테리시스양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사상이 트리거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시간-트리거 상태가 사상-트리거된 보고서의 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그널링 로드(load)를 제한하는데 이
용될 수 있다. 시간-트리거 상태는 사상과 관련되어, 보고서는 사상을 만족시키는 상태(들)가 특정 시간-트리거에 대
해서 존재한 후에만 트리거된다. 도 9의 예에서, 시간-트리거 효과는, 무선 채널 CH3이 시간-트리거 간격 범위에 있
을 때까지는, 무선 채널 CH3가 보고서 작성 범위에 들어가는 곳의 사상이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스테리시스와 
시간-트리거는 보고서 작성 사상 마다 개별적으로 설정되거나, 측정 제어 메시지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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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다. 히스테리시스, 시간-트리거 및, 유사한 상태로 인해 UTRAN은, 무선 환경 상태가 네트워크쪽으로 통신
되는데 이용되는 프롬프트(promptness)와 측정 시그널링양의 균형을 맞추고/트래이드오프(tradeoff)할 수 있다.
    

    
감시되는 개별 무선 채널은 오프셋과 관련될 수 있다. 오프셋은 양이나 음일 수 있고, 이동국이 사상이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측정된 매개 변수 값에 추가된다. 도 10에 도시된 예에서, 채널이 보고서 작성 범위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보고서는 오프셋없이 송신될 것이다. 그러나, 양의 오프셋이 무선 채널 CH3에 대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사상이 발
생하는지를 결정할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점으로 표시된 오프셋 곡선이다. 채널 CH3에 대해 측정된 매개 변수 값에다
가 그것의 관련 오프셋을 더한 것이 보고서 작성 범위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그리고/또는 그 측정된 매개 변수 값이, 
예를 들어 " 가장 양호한" 현재 무선 채널 CH1을 초과할 때, 이동국에서 무선 네트워크로의 측정 보고서가 트리거된다.
    

    
이러한 오프셋 메카니즘(mechanism)으로 인해, 무선 네트워크는 개별 채널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양의 오프셋을 적용함으로서, 이동국은 오프셋 채널이 실제의 경우보다 더 큰 측정 매개 변수 값을 갖는 다는 가정 하에 
측정 보고서를 송신한다. 상기 양의 오프셋 메카니즘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특정 셀이 더욱 주의 깊게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이러한 무선 채널이 거리 모퉁이 같은 것으로 
인해 종종 상당히 신속하게 휼륭한 후보가 되므로서 더욱 집중적인(intensive) 보고서 작성에 적절하다는 것을 경험으
로 알 수 있다. 핸드 오버와 관련하여, 채널 CH3은 다른것 보다는 핸드오버 채널의 활동 후보 세트에 포함될 수 있고, 
또는, 양의 오프셋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안적으로,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대응 셀이 활동 핸드오버 
후보 세트에서 제외될 가망성이 크다는 결과를 이용하여 특정 채널에 음의 오프셋을 적용하려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셀 오프셋은 셀 보더를 " 움직이는" 툴(tool)로서 이용될 수 있다. 특정 셀에 양의 오프셋을 적용함으로서, 
그 결과 이동국이 다른 것보다 장거리에 있는 셀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오프셋은, 무선 네트워크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는 오프셋과 달리, 트리거링 사상이 발생하기 전에 추가된다. 오프셋이 네트워크에만 적용되면, 측정 보
고서는 너무 늦게 트리거되어 네트워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 평가될 때 이동국에 적
용되는 오프셋이 더욱 유익하다. 이러한 것의 결과 중 하나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가 영역 내에서 셀 사이의 로드 분할
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셀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셀에게 총 트래픽 로드를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다운링크 경로 손실이 측정된 매개 변수로서 이용되면, 무선 네트워크는 각 셀의 오프셋과 함께 업링크 간섭의 필터된
(filtered) 값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개의 핸드오버 기준-다운링크 경로 손실에다가 업링크 
간섭-은, 후보 핸드오버를 평가할 때 업링크 간섭을 고려함으로써 시스템의 업링크 성능에 관한 핸드오버 평가를 최적
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제, 이용될 수 있는 다른 고려 사항은 도 11과 관련하여 참작된다. 전술된 예에서, 보고서 작성 범위는 " 가장 양호한" 
측정 채널에 관련하여 정의된다. 특정 채널이 보고서 작성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있
을 수 있다. 도 11은, 무선 네트워크가 이동국에게, 채널 CH3이 보고서 작성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
하는 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오퍼레이터가 채널 CH3의 품질이 특정 영역에서 불안정해서 보고서 작성 범
위를 변경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상으로서 보고되는 보고서 
작성 범위 채널 CH3의 엔트리(entry)나 이탈(departure)에는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무선 네트워크 제어 노드는 이
동국에게, 사전에 보고서가 송신되게 하는 특정 사상을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다.
    

또한, " 사상" 은 기준 복수 사상의 발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사상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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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절대 임계치 이상/이하인 채널 측정 매개 변수 값과 결합된 보고서 작성 범위를 나오는 채널

ㆍ 한 채널이, 활동 후보 핸드오버 세트에 있는 2 채널 중 하나 이상을 가진 다른 채널보다 양호할 때

ㆍ 채널이 상당히 급속히 저하되고, 한 채널만이 급속히 저하된 채널보다 양호하다.

ㆍ 한 채널만 현재 활동 핸드오버 후보 세트에 있고, 그 채널이 상당히 급속히 저하되거나 절대 임계치 이하이고, 예를 
들어, 이동국이 커버리지(coverage) 밖으로 이동하고 다른 시스템의 즉시 탐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다른 대표적인 사상이 도 12와 연관되어 기술된다. 여기에서, 사상은 채널에 대한 측정 매개 변수 값이 빠르게 변
하는 방법을 근거로 정의된다. 이 예에서, 채널 CH3에 대한 측정 매개 변수 값은, 보고서 작성 사상 1에 대해서는 양의 
형태로 그리고 보고서 작성 사상 2에 대해서는 음의 형태로 상당히 신속하게 변한다. 이러한 사상은 보고서 작성 범위 
외부에서 발생하더라도 보고될 수 있다. 매개 변수 변화에 대한 임계값이나 기울기는 측정 제어 메시지로 이동국에 제
공된다.
    

상기 다수의 예는, 핸드오버 결정을 하고 핸드오버 동작을 수행할 시에(이러한 결정/동작에 제한되지 않음) 무선 네트
워크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동국은 무선 네트워크에 소정의 무선 링크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링크 상에 열악한 동기화나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할 때, 이동국은 무선 네트워크에게 알
려줄 수 있고,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는 활동 후보 세트에서 무선 링크를 제거하여, 가능한 유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다른 중요한 감시 및 제어 영역은 전력 제어 영역이다. 전력 제어 동작에 유용한 대표적인 사상은 
이제 도 13 내지 도 15와 연관하여 기술된다.

    
도 13에서, 이동국 출력 전력은 시간에 대한 좌표로 표시된다. 보고서 작성 사상은, 점선으로 도시된 절대 이동국 출력 
전력 임계치보다 커지거나 또는 그 임계치보다 작아지는 이동국의 송신 전력에 대응한다. 송신 전력이 임계치보다 커지
는 보고서 작성은 커버지리 문제점, 예를 들어, 높은 경로 손실로 인해 이동국에 의해 이용되는 많은 송신 전력을 검출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송신 전력이 임계치 이하인 보고서 작성은 근-원(near-far) 문제점을 검출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데, 즉, 상당히 낮은 무선 링크 경로 손실로 인해 이동국에 의해 상당히 낮은 전력이 이용된다. 이러한 것은, 이동국
이 기지국 부근으로 너무 가까이 가면, 자신의 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지국이 너무 큰 
전력으로 이동 전화 신호를 수신하여 다른 이동국 송신의 수신 상태(reception)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동 단말기의 물리적인 제한 사항에 의해 제시된 네트워크나 또는 그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이동국의 출력 전력에는 특
정한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이동 전화 송신 신호의 송신 전력 레벨이 동일한 신호 대 간섭비로 기지국에서 수신
되도록 조정하는 것인 CDMA 시스템에서 최대 용량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동국이 전력은 증가시킬 수 
없다면, 이동국은 셀 내의 다른 모든 이동 통신에 과도한 교란을 발생시켜, 그 결과 다른 이동국이 그들의 전력을 증가
시켜 증가된 교란 레벨을 보상한다. 결국, 하나 이상의 이동국은 최대지만, 간섭을 통해 " 들리게 되는" 비효율적인 전
력 레벨에 도달하고, 네트워크는 간섭을 감소시키도록 호출을 뒤로 미루기(drop) 시작한다. 이동국이 어떤 이유던간에 
자신의 전력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무선 네트워크는 이런 어려운점을 반드시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가 이동국으로부터 이러한 상태를 경고하는 프롬프트를 수신하여, 다른 셀 또는 주파수에 대해 핸드오버와 같
은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유익하다.
    

도 14는 이동국이 자신의 출력 전력을 소정의 값(점선)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을 도시하고, 도 15는 그와 반대
되는 상황을 도시한다. 이동국이 전력 제어 간격, 예를 들어 0.625 milliseconds 동안 자신의 전력을 조정하기 어렵다
면, 네트워크가 이동국으로 부터 이런 상태에 관한 초기 경고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여, 이동국이 송신하는 비트율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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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과 이동국 트랜시버 둘 모두 제한된 동적 영역을 갖는다. 이동국에 의해 수신된 신호가 동적 영역을 초과하면, 수
신기는 포화되어 신호 수신 품질을 악화시킨다. 트리거 사상으로서 상기 수신기 포화를 이용하면, 이동국은 네트워크에
게 상기 특정 문제점에 관하여 알릴 수 있다.

도 13 내지 도 15에 도시된 사상은 무선 네트워크에서 업링크와 다운링크 전력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
고, 이런 정보는 다른 동작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국이 무선 네트워크로 부터의 요구 사항에 따
라서 자신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면, 즉, 기지국과 너무 가까이 있다면, 네트워크는 이동국에게 중간주파수 핸
드오버를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본 발명에 여기에 기술되고 도시된 특정 실
시예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 기술되고 도시된 것과는 상이한 포맷, 실시예 및 적
용 뿐만 아니라 많은 변경, 변형, 변화 및 등가 배열이 본 발명을 구현하는데 이용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여
기에 첨부된 청구 범위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셀 영역을 갖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다수의 이동국을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
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로서, 이하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전자적으로 인에이블된 이동 무선 전화는,

하나 이상의 셀에 대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측정하는 단계,

설정된 상태를 고려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셀에 대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평가하여 상기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었는지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평가를 근거로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보고서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
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서는 상기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의 측정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
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는, 신호 강도, 전력 또는 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대 간섭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는 셀 기지국으로 부터 수신된 신호와 관련된 간섭 레벨이나 에러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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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셀과 관련된 트래픽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동일한 주파수에서 상이한 기지국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된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단계는, 상이한 주파수에서 상이한 기지국 무선 채널을 통해 송신된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제어 노드로 부터 측정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나 상기 설정된 상태를 변경하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
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제어 노드로 부터 측정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메시지에 응답하여, 측정되는 다른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나 평가되는 다른 선정된 상태를 추가하는 단계
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를 위해 보고서 작성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가 상기 보고서 작성 범위에 들어가거나 나올때 보고서를 송신하는 단계가 전자
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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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를 위해 보고서 작성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 및,

제 1 셀의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가 제 2 셀에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와 같거나, 또는 
그와 거의 같을 때, 보고서를 송신하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었는지 평가하기 전에,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과련 매개 변수에 양의 오프셋 또는 음의 오프
셋 중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양 또는 음의 오프셋은 상기 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
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다수의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는 대응 설정 상태에 대해서 각각 측정되고 평가되며,

상기 이동 무선 전화는,

상기 대응 설정 상태가 만족되었는지 평가하기 전에, 각각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에 대응 매개 변수-규정 오
프셋을 추가하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
동 무선 전화.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는, 설정된 매개 변수 범위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특정 셀에 대한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가 상기 설정된 매개 변수 범위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보고서 송
신을 막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
선 전화.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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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더라도, 하나 이상의 셀과 관련된 보고서의 송신을 막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두가지 설정된 상태를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평가하는 단계 및,

상기 두 설정 상태가 만족된다면,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의 보고서를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로 송신
하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
화.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는, 상기 제 2 셀을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보다 양호해 지는 상기 제 1 셀을 위해 측정
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셀을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는 둘다 설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
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었는지 결정하는데, 히스테리시스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가 만족되었는지 결정하는데, 시간-트리거를 고려하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는 변화 임계치를 초화하는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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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는, 상기 셀 중 하나와 관련된 통신 링크에서 검출된 문제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평가는 핸드오버 제어를 위해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형가는 전력 제어를 위해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보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는 임계값과 교차하는 상기 이동 무선 전화의 송신 전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는, 요구대로 자신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시작하는 이동 무선 전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상태는 상기 이동 무선 전화 수신기의 포화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
서 이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와 관련된 필수 정보 및, 상기 설정된 상태와 반드시 관련되지는 않는 선택적 추가 정보로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보고서를 송신하는 단계가 전자적으로 더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
용하기 위한 이동 무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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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무선 인터페이스 상으로 이동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각 셀이 무선 기지국과 관련된 다수의 셀을 포함하는 이동 통신 네
트워크에서, 상기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은,

하나 이상의 셀을 위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측정하라고, 사상을 고려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셀 각각을 위해 측
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평가하라고, 그리고 상기 사상이 하나 이상의 셀에 대해 발생할 때 보고서를 상기 이
동 무선 전화에서 상기 제어 노드로 송신하라고 이동국에 지시하는 단계,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보고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보고서를 근거로 동작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
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은 핸드오버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은 전력 제어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은 동작 또는 관리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은, 이동 통신 네트워크 균형 또는 최적화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
현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서는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
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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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고서는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와는 다른 측정된 매개 변수 값을 포함하고,

상기 단계는 상기 보고서에 수신된 상기 다른 측정 매개 변수 값을 근거로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서는 신호 강도, 또는, 상기 하나 이상의 셀에서 기지국으로 부터 수신된 신호의 전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서는, 상기 하나 이상의 셀에서 기지국으로 부터 수신된 신호와 관련된 간섭값, 신호 대 간섭비, 또는, 에러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서는 상기 하나 이상의 셀과 관련된 트래픽양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
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서는 동일한 주파수로 송신된 상이한 기지국 무선 채널과 관련된 신호 측정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보고서는 상이한 주파수로 송신된 상이한 기지국 무선 채널과 관련된 신호 측정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구에게 다수의 측정을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각 측정은 다른 측정과 관계없이 보고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4.

제 3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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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국 측정 지시는 측정 제어 메시지에서 하나 이상의 범용 매개 변수로 기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제어 메시지는 하나 이상의 측정 객체, 하나 이상의 측정 매개 변수 및, 하나 이상의 보고서 작성 사상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제어 메시지는, 상기 측정 제어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선택적 측정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7.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제어 메시지는, 제 1 셀을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가 사상 보고서 작성 범위에 들어가거나 나
올 때 상기 이동국이 보고서를 송신하도록 상기 사상 보고서 작성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
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8.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제어 메시지는, 상기 제 1 셀을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가 제 2 셀을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매개 변수에 근접할 때 상기 이동국이 보고서를 송신하도록 사상 보고서 작성 범
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49.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 제어 메시지는, 상기 이동국이 상기 사상이 만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전에,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과련 매개 
변수에 추가되어야 하는 양 또는 음의 오프셋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
현되는 방법.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양 또는 음의 오프셋은 상기 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
현되는 방법.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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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은 설정된 매개 변수 범위 내로 이동하거나, 또는 그 범위 밖으로 이동하는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노드는 이동국에게 상기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가 상기 설정된 매개 변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노드는 이동국에게, 두 사상을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평가하고, 상기 두 
사상이 만족되면 상기 하나 이상의 측정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의 보고서를 항기 제어 노드에 송신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은 제 2셀을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보다 양호해지는 제 1 셀을 위해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노드는 이동국에게 사상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데 히스테리시스 매개 변수를 이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노드는 이동국에게 사상이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데 타임-트리거를 고려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7.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은 변화를 변화 임계치를 초과하는 측정된 무선 통신 관련 매개 변수에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
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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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은 상기 셀 중 하나를 가진 무선 링크 상의 상기 이동국에 의해 검출된 문제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59.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은, 임계 값을 초과하는 상기 이동 무선 전화의 송신 전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60.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은, 요구에 따라 자신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시작하는 상기 이동 무선 전화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청구항 61.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상은 상기 이동 전화 수신기의 포화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노드에서 
구현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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