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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첩셀 구조에서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중첩셀 구조에서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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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핸드오프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

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

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매크로

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인접집합의 기지국이 후보집합으로 들어가

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지국 파일럿 세기의 값임)이상이고, 매크로셀의 Ec/Io 값(수신 대역폭내의 총 전력 스펙트럼 밀

도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의 비율임)보다 큰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유휴 핸드오

프를 수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무선통신시스템에서의 중첩셀 서비스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7

색인어

핸드오프, 중첩셀, 동일 서비스 대역, 서로 다른 주파수 할당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로 이루어진 중첩셀 구조의 일예시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에 주파수를 다르게 할당한 주파수 할당 및 주채널

(Primary Channel) 할당의 일예시도.

도 3 본 발명에 따른 인접 리스트 메시지(neighbor list message)의 일예시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 : 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e)의 필드 변경 부분에

대한 설명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유휴 상태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유휴 상태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상태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8 은 도 7 의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흐름도.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상태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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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은 도 9 의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내지 103 : 매크로셀 104 내지 108 : 마이크로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의 핸드오프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통신 시스템의 중첩셀 구조에서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중첩셀 구성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 및 피코셀이 동일 서비스 대역에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본 발명

에서는 매크로셀을 상위셀로, 마이크로셀을 하위셀로 한 경우를 일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동일 서비스 대역이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셀룰라 이동통신, 개인휴대통신(PCS) 또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서비스 대역을 가지는 통신 방법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대역을 말한다.

현재 중첩된 셀 구조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는 거의 없다. 단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에서는 PDC(Pacific Digital Cellular)와 PHS(Personal Handphone System)간에 중첩된

셀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GSM 중첩셀 방식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이 할당된 서로 다른 서비스 대역간에

중첩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서비스 대역간에 중첩셀을 형성하는 개념이 많이 나오

고 있다. 즉, 현재는 셀룰라 이동통신 서비스 대역,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 대역 및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

스 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중첩셀 구조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서비스 방안에 대해 연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일 서비스 대역에 대하여 중첩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셀룰라 이동통신 서비스 대역,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 대역 및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대

역 등과 같은 각각의 서비스 대역에서 중첩셀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중첩셀 서비스시에

중첩셀간의 핸드오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중 단말기 구조가 아닌 단일모드 단말기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을 모두 커버하여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하며, 매

크로셀과 마이크로셀간의 핸드오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핸드오프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단일모드 단말기로 중첩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핸드오프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

체를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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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방법은,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유휴 핸

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

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매크로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

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

ADD(인접집합의 기지국이 후보집합으로 들어가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지국 파일럿 세기의 값임)이상이고, 매크로셀의

Ec/Io 값(수신 대역폭내의 총 전력 스펙트럼 밀도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의 비율임)보

다 큰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방법은,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

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

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

임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단

계;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이고, 마이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

를 확인하여 매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방법은,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

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

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매크로셀에서 통화중인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통

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방법은,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

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

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

임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단

계;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

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각 방법은,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

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5 방법은,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

서 상위셀과 하위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일모

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Secondary

Channel)에 상위셀의 주파수와 하위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2 단계; 및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에

따라 중첩셀임을 확인한 후에 이동하고자 하는 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3 단계를 포

함한다.

삭제

한편, 본 발명은, 중첩셀 구조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유휴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

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

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매크로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

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

ADD이상이고, 매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4 기능을 실현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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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중첩셀 구조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

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

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기능;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이고, 마

이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를 확인하여 매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5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중첩셀 구조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

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매크로셀에서 통화중인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

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

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4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중첩셀 구조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

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기능;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5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본 발명들은,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

는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중첩셀 구조에서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

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상위셀과 하위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및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에 따라 중첩셀임을 확인한 후에 이동하고자 하는 셀의 의사잡음(PN) 코드

를 검색하여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2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

공한다.

그리고 상기 본 발명은,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Secondary Channel)에 상위셀의 주파수와 하위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3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IS-95B"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주요한 서비스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면, 음성 위주의 서비스

에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위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크로셀의 개념은 마이크로셀로 진화되고 이것이

나아가 피코셀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사업자(예를 들어 셀룰라 이동통신 사업자나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등)는

주어진 주파수 자원을 활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크로셀

은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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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동일 주파수를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하게 되면,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동일 FA를 사용하여 의사잡음(PN) 코드를 달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하는

FA수가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간에 동일하여야 전체적인 단말기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소요되는 하드웨어

의 낭비가 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적용을 위해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의 대역에 서로 다른 FA

를 할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음성 위주의 고속 가입자들은 매크로셀에서 커버하고,

저속 위주의 데이터 및 음성을 주로 사용하는 가입자는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서비스를 받게 한다.

이때,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할당된 서로 다른 주파수간에 하드 핸드오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파일럿 비콘

(Pilot Beacon)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단말기가 최초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를 통하여 수신한 채널 리스트에

서 자신이 취해야 하는 채널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매크로셀에서도 마이크로셀에서도 사용되는 모든 채널이 채널 리

스트 메시지로 내려가면, 단말기는 이 채널 리스트를 보고 자신의 번호와 해싱함수를 돌려 서비스받을 CDMA 채널로 이동

하게 되는데, 만일 마이크로셀의 채널로 할당되었으면 단말기가 매크로셀에 있을 경우에 해당 채널이 매크로셀에서는 비

콘(Beacon)으로 사용되므로 단말기는 초기화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만 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NAM(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Secondary Channel)

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를 서로 교차 할당하여 서로간의 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 서비스 대역의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에 주파수를 달리 할당한 중첩셀 구조에서 다일모드 단말기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발명에서는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이중모드 단말

기가 아닌 단일모드 단말기로 중첩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핸드오프 방법을 제안한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로 이루어진 중첩셀 구조의 일예시도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 영역에는 매크로셀이 존재하는 영역과 마이크로셀(피코셀)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으며 또한

중첩된 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예로 매크로셀과 중첩된 셀의 형태만을 고려한다. 이는 현재 전개되고 있

는 중첩셀 서비스를 고려하면 마이크로셀이 기존의 매크로셀 내부로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 1 에서 101, 102, 103은 매크로셀을 나타내고, 104 내지 108은 마이크로셀(피코셀)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말기는 자신

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위치에서 전체의 망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초기에 단말기가 어떻게 서

비스받을 셀을 선택하고, 유휴 상태 또는 트래픽 상태에서 어떻게 핸드오프를 수행할지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

단순히 단말기가 기지국에 동기를 맞추어 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존에 나타나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의 경우에

는 전체적인 셀에서 모두 같은 주파수 대역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단말기의 이이피롬

(EEPROM)에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Secondary Channel)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호분

할다중접속(CDMA) 셀룰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에스케이(SK) 텔레콤(주)"의 경우에 779채널과 738채널이 주채널과 부

채널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첩된 셀 형태로 진화되는 경우에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이 동일 FA들을 사용하는 경

우를 가정하면, 고주파(RF)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많은 난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이

전력 제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는 신호의 세기에 따라 각 위치에서 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그런데, 마이크로셀

(피코셀)이 거의 매크로셀의 외곽에 존재하고 단말기가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단말기는 매크

로셀의 전력 제어를 받아 신호를 방출하게 된다. 이때, 동일 FA를 사용하므로 매크로셀이 인접한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영

항을 매우 강하게 주므로, 이 마이크로셀은 경우에 따라 용량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순방향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이 중첩된 구조로

갈 경우에는 FA를 달리하여 셀을 설계하여야 한다. 즉,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은 서로 구분을 위해 서로 다른 FA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주파수 할당 및 주채널 할당의 관계를 도 2 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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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에 주파수를 다르게 할당한 주파수 할당 및 주채널

(Primary Channel) 할당의 일예시도이다.

여기서, 도 2 는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셀룰라 대역 FA와 매칭되는

아날로그 셀룰라 시스템(AMPS)의 채널 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도 2 는 기존의 시스템에 응용할 수도 있지만 새로이 할당

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대역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할당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대역이라고 생각하

고, 사용 가능한 FA수가 9개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1FA 내지 6FA(201)는 매크로셀에서 사용하는 대역으로 할당시키고,

7FA 내지 9FA(202)는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사용하는 대역으로 할당시킨다. 기존에는 매크로셀에서 9개의 FA을 모두

사용하였지만, 도심 등 밀집지역 및 사무실 내부의 빌딩 등에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개념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

적인 중첩셀의 구조로 진행하기 위해 FA를 달리한 형식의 중첩셀로 가는 것을 고려하여 도 1 과 같은 중첩셀 구조에 도 2

와 같이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의 FA를 할당시킨다.

이때,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의 두 대역을 모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이중모드로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

프트웨어를 변경(EEPROM)시켜 이 두 대역을 모두 서비스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기존의 단말기를 사

용하여 중첩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말기의 NAM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한다.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크로셀용 단말기는 203(1FA, 1011채널)을 주채널(Primary Channel)로 할당하고, 204

(7FA, 234채널)를 부채널(Secondary Channel)로 할당한다. 그리고 초기화 상태가 되면 단말기는 주채널을 먼저 검색하

여 매크로셀을 우선적으로 잡고 서비스를 받는다. 단지 중첩된 곳이지만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신호만 들어오는 곳에서는

매크로셀용 단말기가 부채널을 검색하여 마이크로셀(피코셀)로 등록하게 된다.

한편, 마이크로셀(피코셀)용 단말기는 매크로셀과 반대로 204(7FA, 234채널)를 주채널로 할당하고, 203(1FA, 1011채

널)을 부채널로 할당한다. 그리고 초기화 상태가 되면 도 1 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먼저 이이피롬(EEPROM)에 프로그램되

어 있는 주채널을 검색하여 이 신호가 존재하면 마이크로셀(피코셀)에 등록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부채널을 검색하여 매크

로셀에 등록하게 된다.

이때의 동작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단말기가 도 1 의 104에 위치하고 있고 이 단말기가 주채널로 매크로셀용 주파수를 잡고 있는 단말기라 가정하

자. 이때, 104는 102의 내부에 존재하는 마이크로셀(피코셀)이므로 여기에 매크로셀(102)의 신호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

서 초기화가 요구되면 단말기가 자신의 주채널(Priamry channel)인 매크로셀의 1번FA(203)의 신호를 검색하여 여기에

동기를 맞추어 매크로셀로 시스템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104의 위치에 주채널로 마이크로셀(피코셀)용 주파수를 잡고 있는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으면, 단말기의 주채널

(Primary Channel)이 마이크로셀의 1번FA(7FA, 204)이고 이 신호가 존재하므로 단말기는 이 신호의 PN을 찾아 동기를

획득하고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시스템을 결정한다.

만약, 주채널로 마이크로셀의 주파수를 잡고 있는 단말기가 매크로셀만 있는 지점(101)에 있으면, 최초 주채널(Primary

channel)을 검색하였을 때에 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말기는 부채널(Secondary channel)을 검색하게 된다. 이 신호

는 존재하므로 단말기는 여기에 동기를 맞추고 매크로셀로 시스템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이 중첩된 구조에서의 핸드오프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 즉, 기지국측

에서는 단말기로 내려주는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단말기에서는 이를 처리하는 루틴을 새로이 가져야 한다. 이

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을 수정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파라미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약된(Reserved)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이 추가할 수도 있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내려주는 페이징 채널에 인접 리스트 메시지(Neighbor list message)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접 기지국 상태(NGHBR_CONFIG)는 이웃 셀들의 구성을 나타낸다. 즉, 셀이 동일 구성인지 또는 다

른 구성(FA개수가 다른 셀, 페이징 채널이 다름)인지를 나타낸다. 이중 상용화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은 301의 4개이

며, 302의 나머지 4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302를 중첩된 셀 구조에 할당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경우에 핸드오

프를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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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셀이 다른 구성에 대해서는 이 필드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 즉, FA를 달리하여 중첩셀로 갔을 때는 도 3 의

"100" 및 "101"를 사용하고, 동일 사용 FA로 중첩셀로 갈 때는 이중 다른 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의 확정 및 적용은 규

격화되어야 하며, 단지 본 발명에서는 이 필드를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해당 구성에 대한 값은 변경될 수 있고 다른

구성이 추가될 수도 있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나 필요한 다른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이를 지원해도 가능하다. 이때, 모든

단말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모든 단말기가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로 선택해야 한다. 이때,

페이징 채널의 오버헤드 채널 메시지를 이용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페이징 채널을 통해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전송하는 오버헤드 메시지

중 인접 리스트 메시지를 통하여 매크로셀 내부에 마이크로셀이 있음을 알리고 그에 따른 의사잡음(PN) 코드를 전송하거

나,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그 필드를 통하여 매크로셀 내부에 마이크로셀이 있음을 알리고 그에 따른 의사잡음(PN) 코

드를 전송할 수 있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 : 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e)의 필드 변경 부분에

대한 설명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약된(Reserved) 비트(bit)가 0 ~ 7로서, 현재는 이 값이 0으로 셋팅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

에서는 이 값을 다른 값, 예를 들어 1로 전송하거나 또는 마지막 비트에 1을 할당하여 전송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자 한

다.

이처럼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의 형태는 기존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필드 중에 예약된(Reserved) 비

트를 이용하여 중첩셀의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 값임을 나다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MSG_TYPE"

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값으로 할당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마이크로셀(피코셀)용 단말기를 기준으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간의 중첩된 셀 구조에서 서로간의 핸드오

프 방법에 대해 도 5 내지 도 10 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핸드오프 시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일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_ADD 값은 인접집합(Neighboring Set)의 기지국이 후보집합(Candidate Set)으로 들어가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지국

파일럿 세기의 값이다.

그리고 Ec/Io는 수신 대역폭내의 총 전력 스펙트럼 밀도(Io)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PN)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

지(Ec)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T_Period는 계속해서 마이크로셀을 탐색할 수 없으므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마이크로셀의 PN을 탐색하기 위한

값이다.

그리고 T_Drop 값은 기지국이 활성집합(Active Set)에 남기 위한 최저 신호 레벨값이다.

그리고 Rx_T는 핸드오프 신호를 찾는 시점을 나타내는 수신 레벨 임계치이다.

그리고 T_Threshold는 핸드오프 신호를 찾는 시점을 나타내는 파일럿 신호 세기 임계치이다. 여기서, T_Threshold의 값

은 T_ADD와 T_Drop 사이의 값이 될 수도 있고 따로 정하는 값이 될 수도 있으며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유휴 상태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유휴(idle) 상태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은, 사용자의 단말기가 도 1의 매크로셀의 영역

(101,102,103)에서 마이크로셀의 영역(104 내지 108)으로 이동할 때 적용되는 방법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기본적으로

매크로셀 102에서 마이크로셀 104 내지 107로 또는 매크로셀 103에서 마이크로셀 108로 이동할 때 적용된다.

이때, 사용자 단말기가 매크로셀(102)의 신호만 검색되어 매크로셀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영역

(104 내지 107)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사용자 단말기는 매크로셀의 영역(102)에서 신호를 접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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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페이징 채널을 통해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매크로셀 내부에 마이크로셀이 있음을 알리는 정보 등)를 수신하게 된

다. 이를 통하여 상기 도 3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첩셀의 형태임을 알 수 있고 이의 의사잡음(PN) 코드도 메시지로 내려

오므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단말기는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면서부터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채널을 주기

(T_Period의 시간 간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이의 주기는 슬롯 사이클 인덱스의 값에 따라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도 있지

만, 이는 유휴 상태에서는 단말기의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통화중인 트래픽 상태에서는 단말기의 수명뿐만 아니라 통

화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용자 단말기는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에서 중첩된 셀 형태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주기적으로 마이크로셀(피

코셀)의 주채널에서 주어진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하여 T_ADD 값 이상이고, 이 값이 매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클 때

마이크로셀(피코셀)로 단말기 모드를 변환시키고 해당 셀에 동기를 맞추고 해당 기지국에 이를 알려 등록하게 된다. 즉, 유

휴 핸드오프를 한다.

이의 구체적인 절차의 일예를 도 5 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크로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단말기가 페이징 채널을 통해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여(501) 인접 리스트 메시

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502) 중첩셀 형태가 아니면 처음 과정으로 천이하고 중첩셀

형태이면 타이머 카운트를 스타트시키고(503)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일정 시간동안 검색한다(504).

이후, 검색된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 값이 T_ADD 이상이고 매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를 판단하여(505) 조

건을 만족하면 마이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여(506) 마이크로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

면 계속 매크로셀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타이머 카운트 값이 소정의 PN 검색 주기인 "T_Period" 값을 경과하였는지를 확

인하여(507) 경과하면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 계속 중첩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502)부터 반복

수행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유휴 상태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5 의 경우와는 반대의 경우로, 사용자 단말기가 마이크로셀의 영역(104 내지 107)에 존재할 때 단말기는 마이크로셀

(피코셀)의 신호를 잡고 여기에 동기가 맞추어져 있다. 이때, 단말기가 외부 매크로셀의 영역(102)으로 이동하게 되면 단

말기는 외부에 매크로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사용자 단말기는 페이징 채널을 통해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매

크로셀 내부에 마이크로셀이 있음을 알리는 정보 등)를 수신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상기 도 3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첩

셀의 형태임을 알 수 있고 이의 의사잡음(PN) 코드도 메시지로 내려오므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단말기는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에 대한 신호를 수신하면 마이크로셀 신호의 수신 레벨과 Ec/Io 값이

소정의 임계치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에 매크로셀의 주채널을 주기(T_Period의 시간 간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즉, 단말

기의 마이크로셀 신호 수신 레벨이 미리 설정된 소정의 임계치 Rx_T이하이고, 마이크로셀의 Ec/Io값이 미리 설정된 소정

의 임계치 T_Threshold(경계값)보다 작아지면 단말기는 카운트를 시작하고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한다.

이후, 주기적으로 매크로셀의 주채널에서 주어진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한 값이 T_ADD 값 이상이고, 이 값이 마이크

로셀의 Ec/Io 값보다 클 때 매크로셀로 단말기 모드(FA 및 PN)를 변환시키고 해당 셀에 동기를 맞추고 해당 기지국에 이

를 알려 등록하게 된다. 즉, 유휴 핸드오프를 한다.

이의 구체적인 절차의 일예를 도 6 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이크로셀(피코셀)을 잡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단말기가 페이징 채널을 통해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여(601) 인

접 리스트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602) 중첩셀 형태가 아니면 처음 과정으로 천

이하고 중첩셀 형태이면 마이크로셀 신호의 수신 레벨이 미리 설정된 소정의 임계치 Rx_T이하이고 마이크로셀의 Ec/Io값

이 미리 설정된 소정의 임계치 T_Threshold(경계값) 이하인지를 확인하여(603)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대기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타이머 카운트를 스타트시키고(604)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일정 시간동안 검색한다(605). 여

기서, 임계치 Rx_T와 T_Threshold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 이동함에 따라 셀의 경계가 정해져야

하므로, 이때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수신 레벨과 파일럿 신호의 세기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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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에서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만으로 핸드오프 시점을 결정한다. 따라서 본 발

명에서도 Rx_T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T_threshold만을 이용해서 핸드오프 시점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후, 검색한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 값이 T_ADD 이상이고 마이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를 판단하여(606) 조

건을 만족하면 매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여(607) 매크로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

속 마이크로셀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타이머 카운트 값이 소정의 PN 검색 주기인 "T_Period" 값을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

여(608) 경과하면 마이크로셀 신호의 수신 레벨과 Ec/Io값을 임계치와 비교하는 과정(603)부터 반복 수행한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상태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

다.

일반적으로 통화중에는 단말기가 오버헤드 채널을 수신하지 못하므로 단말기는 인접 기지국의 상황을 호 셋업시의 상황으

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화중 이동을 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기지국은 트래픽 채널을 통해서 단말기에게 인

접 기지국의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인접 기지국의 정보가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에

포함되어 내려오게 되나 인접 기지국의 의사잡음(PN) 코드 값만 내려오게 되므로 매크로셀내에 마이크로셀이 있음을 확

인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의 끝 부분(마지막 비트)에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

의 경우처럼 '1'를 삽입하여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내려주게 되면 단말기는 이 메시지를 보고 매크로셀내의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임을 확인하고 셀 구성도 중첩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셀

외부에 매크로셀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트래픽 상태일 경우에는 현재 서비스받고 있는 셀 내부와 외부에

다른 형태의 셀의 구분을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의 예약된(Reserved) 필드의 마지막

비트를 '1'로 하여 알려준다.

따라서 도 1 과 같은 중첩셀 구조에서 단말기가 매크로셀(102)과 통화중에 있을 경우에, 단말기는 통화하고 있는 기지국

(102) 내부에 마이크로셀(피코셀)(104 내지 107)이 존재함을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

를 통하여 알고 있으므로 통화중에도 주기적으로 마이크로셀의 주채널(도 2 의 204)의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 이상이 되면 단말기는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의 구체적인 절차의 일예를 도 7 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크로셀에서 트래픽 상태에 있는 단말기가 트래픽 채널을 통해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를 수신하여(701) 그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702) 중첩셀 형태가 아니

면 처음 과정으로 천이하고 중첩셀 형태이면 타이머 카운트를 스타트시키고(703)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일

정 시간동안 검색한다(704).

이후, 검색된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 값이 T_ADD 이상인지를 판단하여(705) 조건을 만족하면 후술되는 도 8

과 같이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여(706) 마이크로셀을 통하여 통화를 하게 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 매크로셀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타이머 카운트 값이 소정의 PN 검색 주기인 "T_Period" 값을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

여(707) 경과하면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 계속 중첩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702)부터 반복 수행

한다.

도 8 은 도 7 의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 과정(706)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흐름도이다.

먼저, 검색한 의사잡음(PN) 코드 값이 T_ADD 이상이 되면, 단말기는 역방향 채널을 통해 도 4 의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

지(PSMM : 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e)를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 전송하고(801), 매크로셀의 기지국은 이

신호를 통해 단말기가 마이크로셀(피코셀)(104 내지 107)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

국에 단말기가 새로 진입했다는 정보를 보내어 핸드오프를 준비시킨다(802).

그러면, 해당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은 해당 단말기가 사용하게 될 FA번호와 트래픽 채널번호 등을 매크로셀의 기

지국으로 전송하고(803) 널 트래픽(Null Traffic)을 계속해서 해당 단말기로 전송한다(804).

그러면, 매크로셀의 기지국은 해당 단말기로 해당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에서 자신이 취하게 될 FA번호와 트래픽

채널번호 등과 같은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 :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통해 전송

한다(805).

등록특허 10-0593476

- 10 -



이후,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를 수신한 단말기는 해당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

고(806) 해당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HCM :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전송함

으로써 핸드오프가 완료된다(807).

이후, 통화가 끝나면 단말기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한 마이크로셀(피코셀)의 동기채널을 통하여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셀

과 동기를 맞추게 된다.

여기서,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예약된(Reserved) 필드를 이용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중첩된 셀의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올려주는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1(PSMM1)과 같은

메시지를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1(PSMM1)은 단말기가 매크로셀 내부의 마이크로셀

에 있음을 알고 핸드오프를 위해 보내는 신호 또는 단말기가 마이크로셀 외부의 매크로셀에 있음을 알고 핸드오프를 위해

보내는 신호로 정의한다.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상태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핸드오프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

다.

먼저, 도 1 과 같은 중첩셀 구조에서 단말기가 마이크로셀(104 내지 107)과 통화중에 있을 경우에, 단말기는 통화하고 있

는 기지국(104 내지 107) 외부에 매크로셀(102)이 존재함을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

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수신 레벨과 Ec/Io 값을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으므로 이 값이 미리 설정된 임계치(경

계값) 이하가 되면, 단말기는 외부 매크로셀의 주채널의 해당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하게 된다. 즉, 단말기는 마이크로

셀(피코셀)의 값을 계속 주시하다가 수신 레벨이 미리 설정된 임계치 이하가 되고 Ec/Io 값이 임계치(T_Threshold) 이하

가 되면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하게 된다. 검색된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 값

이 T_ADD 이상이면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의 구체적인 절차의 일예를 도 9 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트래픽 상태에 있는 단말기가 트래픽 채널을 통해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를 수신하여(901) 그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확인하여(902) 중첩셀 형

태가 아니면 처음 과정으로 천이하고 중첩셀 형태이면 마이크로셀 신호의 수신 레벨이 미리 설정된 소정의 임계치 Rx_T

이하이고 마이크로셀의 Ec/Io값이 미리 설정된 소정의 임계치 T_Threshold(경계값) 이하인지를 확인하여(903)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마이크로셀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상기 확인 과정(903)을 반복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타이머 카운트

를 스타트시키고(904)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일정 시간동안 검색한다(905). 여기서, 임계치 Rx_T와 T_

Threshold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 이동함에 따라 셀의 경계가 정해져야 하므로, 이때 매크로셀

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수신 레벨과 파일럿 신호의 세기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에서는 파일럿 신호의 세기로 핸드오프 시점을 판정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도

Rx_T를 사용하지 않고, T_threshold만 이용해서 핸드오프 시점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파일럿 중첩 지역에서는 수신

레벨이 높더라도 파일럿 신호 세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색한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 값이 T_ADD 이상인지를 판단하여(906) 조건을 만족하면 매크로셀로 통화

중 핸드오프를 수행하여(907) 매크로셀을 통하여 통화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타이머 카운트 값이 소정의 PN 검색

주기인 "T_Period" 값을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908) 경과하면 마이크로셀 신호의 수신 레벨과 Ec/Io값을 임계치와 비

교하는 과정(903)부터 반복 수행한다.

도 10 은 도 9 의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 과정(907)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흐름도이다.

먼저, 검색한 의사잡음(PN) 코드 값이 T_ADD 이상이 되면, 단말기는 역방향 채널을 통해 도 4 의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

지(PSMM : Pilot Strength Measurement Message)를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 전송하고(1001), 마이크로셀의

기지국은 이 신호를 통해 단말기가 매크로셀(102)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매크로셀의 기지국에 단말기가 새

로 진입했다는 정보를 보내어 핸드오프를 준비시킨다(1002).

그러면, 해당 매크로셀의 기지국은 해당 단말기가 사용하게 될 FA번호와 트래픽 채널번호 등을 마이크로셀의 기지국으로

전송하고(1003) 널 트래픽(Null Traffic)을 계속해서 해당 단말기로 전송한다(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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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마이크로셀의 기지국은 해당 단말기로 해당 매크로셀의 기지국에서 자신이 취하게 될 FA번호와 트래픽 채널번호

등과 같은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 : Handoff Direction Message)를 통해 전송한다(1005)

.

이후,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를 수신한 단말기는 해당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고(1006)

해당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HCM : Handoff Completion Message)를 전송함으로써 핸드오프가

완료된다(1007).

이후, 통화가 끝나면 단말기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한 매크로셀의 동기채널을 통하여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셀과 동기를

맞추게 된다.

한편, 셀이 단독으로 존재할 시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핸드오프가 진행된다.

그리고 중첩셀에서의 핸드오프는 하드 핸드오프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핸드오프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파일럿 비콘을 이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핸드오프시에 진행되는 호처리 절차는 기존의 방식과 비슷하게 적용된다. 단지 전술한 바와 같이 매크로셀과 마이크

로셀간에 영역 구분을 위하여 단말기의 소프트웨어가 약간 변경되어야 하고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메시지의 필드가 조금

변경되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롬, 램,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프로그램만 약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지국 장치의 변

경없이 단순히 기지국의 운용 프로그램만을 변경하여 중첩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중모드 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단일모드 단말기로도 중첩셀 서비스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한편, 상기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중첩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서비스 대역, 즉 셀룰라 이동통신, 개인휴대통신(PCS) 또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의 각 서비스 대역에

서 중첩셀의 구조로 서비스가 가능한다.

둘째, 단말기 및 기지국의 구조 변경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중첩셀 서비스가 가능하다.

셋째, 동일 FA를 사용하여 의사잡음(PN) 코드를 달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하는 FA수가 매크로셀과 마이

크로셀(피코셀)간에 동일하여야 전체적인 단말기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에 소요되는 하드웨어의 낭비가 심

하게 되나, 본 발명과 같이 전개를 하면 필요한 FA수만을 마이크로셀(피코셀)로 할당하여 서비스하므로 자원의 이용측면

에서 효율적이며,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용량이 부족할 시에는 FA를 늘리는 작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이 독립적으로 전개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이크로셀(피코셀)을 독립된 셀로 고려할 수도 있으며 매크

로셀과 같이 전개되어 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넷째, 중첩셀간의 핸드오프는 실제적으로는 하드 핸드오프지만 파일럿 비콘(Pilot Beacon)을 사용하여 핸드오프를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므로 핸드오프 실패율이 적게 된다.

다섯째, 중첩셀로 진행함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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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채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용량의 증가를 가져와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매크로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인접집합의 기지국이 후보집합으로 들어가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기지국 파일럿 세기의 값임)이상이고, 매크로셀의 Ec/Io 값(수신 대역폭내의 총 전력 스펙트럼 밀도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의 비율임)보다 큰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5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페이징 채널의 오버헤드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

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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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리스트 메시지(neighbor list message)의 예비 필드나 추가 필드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셀

에서 마이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5.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

하는 제 3 단계;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단계;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이고, 마이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를 확

인하여 매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6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마이크로셀 신호의 수신 레벨이 핸드오프 신호를 찾는 시점을 나타내는 수신 레벨 임계치(Rx_T)이하이고, 마이크로셀 신

호의 Ec/Io가 핸드오프 신호를 찾는 시점을 나타내는 파일럿 신호 세기 임계치(T_Threshold)이하이면 핸드오프를 위하

여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8.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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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징 채널의 오버헤드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

법.

청구항 9.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인접 리스트 메시지(neighbor list message)의 예비 필드나 추가 필드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0.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매크로셀에서 통화중인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5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의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가 역방향 채널을 통해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를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제 6 단계;

상기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를 통해 상기 단말기가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진입했음을 상기 매크로셀의 기지국

에게 인지시켜 그 정보를 해당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핸드오프를 준비시키는 제 7 단계;

등록특허 10-0593476

- 15 -



상기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이 상기 단말기가 사용하게 될 FA번호와 트래픽 채널번호를 상기 매크로셀의 기지국으

로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단말기가 상기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부터 널 트래픽(Null Traffic)을 전달받는 제 8

단계;

상기 단말기가 상기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를 통해 전달받는

제 9 단계; 및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가 상기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

고 상기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HCM)를 전송하는 제 10 단계

를 포함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트래픽 채널의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

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의 예비 필드나 추가 필드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5.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단계;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

하는 제 3 단계;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단계;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

를 수행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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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6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의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가 역방향 채널을 통해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를 마이크로셀(피코셀)의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제 7

단계;

상기 파일럿 세기 측정 메시지(PSMM)를 통해 상기 단말기가 매크로셀로 진입했음을 상기 마이크로셀의 기지국에게 인지

시켜 그 정보를 해당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핸드오프를 준비시키는 제 8 단계;

상기 매크로셀의 기지국이 상기 단말기가 사용하게 될 FA번호와 트래픽 채널번호를 상기 마이크로셀의 기지국으로 전송

하도록 하고, 상기 단말기가 상기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부터 널 트래픽(Null Traffic)을 전달받는 제 9 단계;

상기 단말기가 상기 마이크로셀의 기지국으로부터 핸드오프에 필요한 정보를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를 통해 전달받

는 제 10 단계; 및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HDM)를 수신한 상기 단말기가 상기 매크로셀의 기지국으로 통화중 핸드오프를 수행하고, 상기 매

크로셀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 완료 메시지(HCM)를 전송하는 제 11 단계

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마이크로셀 신호의 수신 레벨이 핸드오프 신호를 찾는 시점을 나타내는 수신 레벨 임계치(Rx_T)이하이고, 마이크로셀 신

호의 Ec/Io가 핸드오프 신호를 찾는 시점을 나타내는 파일럿 신호 세기 임계치(T_Threshold)이하이면 핸드오프를 위하

여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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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채널의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

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0.

제 15 항 또는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는,

인접 리스트 갱신 메시지(Neighbor List Update Message)의 예비 필드나 추가 필드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중첩셀 구조에 적용되는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 방법에 있어서,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상위셀과 하위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단계;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상위셀의 주파수와 하위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2 단계; 및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에 따라 중첩셀임을 확인한 후에 이동하고자 하는 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하여 핸드오

프를 수행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중첩셀 구조에서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 방법.

청구항 23.

중첩셀 구조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유휴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

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매크로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및

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이고, 매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를 확

인하여 마이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4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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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5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5.

중첩셀 구조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유휴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

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

하는 제 3 기능;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기능;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이고, 마이크로셀의 Ec/Io 값보다 큰지를 확

인하여 매크로셀로 유휴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제 5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6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7.

중첩셀 구조에서 매크로셀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매크로셀에서 통화중인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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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마이크로셀로 통화중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제 4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5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29.

중첩셀 구조에서 마이크로셀(피코셀)에서 매크로셀로의 통화중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매크로셀과 마이크로셀(피코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

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단말기가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와 의사잡음(PN) 코드를 전달받는 제 2 기능;

마이크로셀(피코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중첩셀임을 확인

하는 제 3 기능;

마이크로셀 신호의 파일럿 신호 세기에 따라 매크로셀의 신호를 찾는 시점을 결정하는 제 4 기능; 및

매크로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그 값이 T_ADD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매크로셀로 통화중 핸드오프

를 수행하는 제 5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매크로셀의 주파수와 마이크로셀(피코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6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1.

중첩셀 구조에서 상위셀과 하위셀간의 핸드오프를 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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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동일 서비스 대역에서 상위셀과 하위셀에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을 달리하여 중첩셀이 구성되어 있는

제 1 기능; 및

인접 기지국의 셀 구성 정보에 따라 중첩셀임을 확인한 후에 이동하고자 하는 셀의 의사잡음(PN) 코드를 검색하여 핸드오

프를 수행하는 제 2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단일모드 단말기의 넘버 할당 모듈(NAM : Number Assignment Module)의 주채널(Primary Channel)과 부채널

(Secondary Channel)에 상위셀의 주파수와 하위셀의 주파수가 서로 교차 할당되어 있는 제 3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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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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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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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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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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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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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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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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