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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셀 재선택을 위한 방송 제어 채널주파수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57) 요약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간 셀 재선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타

PLMN의 방송 제어 채널 주파수 할당 리스트(BA(Broadcast Control Channel Allocation) List)와 PLMN간 셀 재선택 오

프셋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를 수신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셀 재선택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정보를 이용하여 재선택 타켓 셀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동일 PLMN내 셀 재선택(Intra-

PLMN Cell Reselection)의 발생 가능성이 PLMN간 셀 재선택(Inter-PLMN Cell Reselection)보다 높아짐에 따라

PLMN간 영역(Location) 업데이트로 인한 네트워크 시그널링을 감소시키는 이점과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값의 조절

로 사업자간 선호하는 PLMN으로 셀 재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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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에서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간 셀 재선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시스템 정보에서 로밍(Roaming)이 가능한 다른 PLMN의 방송 제어 채널 주파수 할당 리스트

(BA(Broadcast Control Channel Allocation) List)와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과,

셀 재선택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경우, 상기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정보를 이용하여 재선택 타켓 셀을 결정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정보는, 유휴(idle) 상태에서 상기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정보는, 상기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정보를 포함하는 셀 재선택 이력현상(CELL RESELECT

HYSTERESIS)필드와 상기 다른 PLMN의 방송 제어 채널 주파수 할당 리스트정보를 포함하는 다른 PLMN 주파수 리스트

(Other PLMN Frequency List)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셀 재선택 이력현상 필드와 다른 PLMN 주파수 리스트 필드는, 시스템 정보 2quater의 잔여 옥텟(Rest Octets)에 추

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셀 재선택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지국에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시스템 정보(System Information)에 인접 셀(Neighbor Cell)의 방송 제어채널 주파수 할당 리스트(Broadcast Control

Channel Frequency Allocation List : 이하, BA List라 칭함)를 포함시켜, PLMN간 셀 재선택(Inter PLMN Cell Re-

selection)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통상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통신단말기(101)는 다수의 기지국(103, 104, 105)들 중 수신되는 신호에

서 가장 강한 신호를 갖는 기지국(예 : 기지국(103))과 접속한다. 상기 기지국(103)과 접속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키 조작에

의해 착신번호가 다이얼링 되면, 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식 값, TMSI(Temporary Mobile Subscriber Identity)값 및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값이 함께 전송된다. 이후, 상기 각 기지국(103, 104, 105)들을 관리하는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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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어기(107)를 거쳐 이동교환국(109)에서 다른 이동통신단말기의 기지국으로 호 연결된다. 또한, 상기 이동 교환국

(109)이 AUC(Authentication Center)(111)를 통해 가입자의 인증 과정을 거친 후, 상기 기지국(103)은 상기 이동통신단

말기(101)로 채널 할당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1)는 할당된 채널을 사용하여 통화를 시작한다.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1)가 상기 기지국(103)에 연결되면, 상기 기지국(103)은 자신의 PLMN에 대한 BCCH(Broadcast

Control Channel) 주파수를 유휴(idle)상태에서 시스템 정보 타입(System Information type) 2, 2bis, 2ter, 및2quater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1)로 전송한다.

상기 이동통신단말기(101)가 셀 재선택(Cell Reselection)을 수행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동일 PLMN간에서만 상기 셀

재선택이 발생한다. 이 경우, 동일 LA(Location Area)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오프셋을 두어 상기 LA간의 셀 재선택을

LA내의 셀 재선택보다 덜 발생하도록 한다.

하지만, PLMN들간의 합병이나 다른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휴(idle)상태에서

PLMN간의 셀을 재선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들은 자체적으로 타 PLMN BA리스트를 전송하여 셀 재선택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LMN간 셀 재선택에 대

한 정규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LMN간 셀 재선택(Inter PLMN Cell Reselection)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시스템 정보에 포함된 타 PLMN의 BA 리스트와 오프

셋을 이용하여 PLMN간 셀 재선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에서 2quater의 rest 옥텟을 사용하여 오프셋과 타 PLMN의 BA 리스트를 이동통신단말

기에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견지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기에서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간 셀 재선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타 PLMN의 방송 제어 채널 주파수 할당 리스트(BA(Broadcast Control

Channel Allocation) List)와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를 수신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셀

재선택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정보를 이용하여 재선택 타켓 셀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

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 된 경우 그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이하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시스템 정보(System Information)에 포함된 타 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 BA(BCCH Frequency Allocation) 리스트와 오프셋(Offset)값을 이용하여 PLMN간 셀

재선택(Inter-PLMN Cell Re-selection)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이하 설명에서 현재 BCCH(Broadcast

Control Channel) 주파수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정보(System Information) 타입 2, 2bis, 2ter 및

2quater중에서 2quater의 rest 옥텟을 사용하여 상기 타 PLMN BA 리스트와 오프셋 값을 전송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

기서, 상기 시스템 정보 타입 2quater 메시지 내용은 3GPP TS 44.018의 9.1.34a.1 테이블에 나타나므로 설명은 생략한

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셀 재선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단말은 201단계에서 현재 통신중인 기지국으로부터 유휴(idle)상태에서 전송되는 시스템 정

보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상기 수신되는 시스템 정보는 상기 2quater의 rest 옥텟에 타 PLMN BA 리스트 정보

와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값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타 PLMN BA 리스트 정보와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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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송하기 위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2quater의 rest 옥텟에 셀 재선택 이력현상(Cell Reselect Hysteresis) 필드

(311)와 Other PLMN Frequency List 필드(313)를 추가하여, 상기 타 PLMN BA 리스트 정보와 PLMN간 셀 재선택 오프

셋 값을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말은 2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기지국의 동일 PLMN

내 셀(Intra-PLMN cell)과 타 PLMN 셀(Inter-PLMN cell)을 나누어 관리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205단계로 진행하여 셀 재선택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상기 셀 재선택은, 무선회선 장애, 망의

요구, 트래픽 부하 및 사용자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하 본 발명은 유휴 측정(Idle measurement)을 수신하여 서빙 셀

(Serving Cell)과 이웃 셀(Neighbor Cell)들의 상태를 비교하여 셀 재선택의 필요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상기 셀 재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단말은 2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시스템 정보의 오프셋값을 이

용하여 재선택 타켓 셀(Reselection Target Cell)을 결정한다. 이후, 상기 단말은 본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실시 예에 따른 타 PLMN BA 리스트와 오프셋 값을 포함하는 2quater의 rest 옥텟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정보 2quater의 rest 옥텟은, BA_IND필드(301), 3G_BA_IND필드(303), MP_

CHANGE_MARK필드(305), SI2quater_INDEX필드(307), SI2quater_COUNT필드(309), 셀 재선택 이력현상(CELL

RESELECT HYSTERESIS)필드(311), 타 PLMN 주파수 리스트(Other PLMN Frequency List)필드(313), GPRS_Real

Time Difference Description필드(315) 및 GPRS_BSIC Description필드(317)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BA_IND 필드(301)는 BCCH 할당 순서 번호를 나타내며, 네트워크가 단말에 보내진 다른GSM 이웃 셀 리스트들에

관련된 측정 결과를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G_BA_IND 필드(303)는 3G BCCH 할당 순서 번호를 나타내며, 3G 이

웃 셀정보의 새로운 세트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MP_CHANGE_MARK필드(305)는 매번 측정 정보(MEASUREMENT INFORMATION) 또는 3G 측정 정보(3G

MEASUREMENT INFORMATION)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변경된다. SI2quater_INDEX필드(307)는 시스템 정보

2quater 메시지 각각을 구별하는데 사용되며, SI2quater_COUNT필드(309)는 상기 SI2quater_INDEX필드(307)의 인덱

스 값을 이진 코드로 표현한다.

CELL RESELECT HYSTERESIS필드(311)는 본 발명에 따라 PLMN간 셀 재선택을 수행하기 위한 오프셋 값을 나타내

며, Other PLMN Frequency List필드(313)는 타 PLMN의 BA 리스트(BCCH Allocation List)를 전송하는 필드이다.

GPRS_Real Time Difference Description 필드(315)는 셀이 할당된 PBCCH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GPRS 이웃 셀을 위

해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GPRS_BSIC Description(317)는 셀에 할당된 PBCCH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GPRS

Enhanced(NC)을 측정 보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술한 방법은 유휴 상태에서 시스템 정보에 타 PLMN BA 리스트와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정보를 추가하여 전송하

여, PLMN간 셀 재선택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예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PLMN간 핸드오버를 위한 전용 모드에서도

시스템정보에 타 PLMN BA 리스트를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핸드오버를 위한 전용 모드의 측정 리포트(Measurement

Report)에서 타 PLMN 셀의 리포트를 강제하여 다중 PLMN 리포트를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시스템 정보에 타 PLMN의 BA리스트와 오프셋 값을 추가하여 전송하므로

서, 동일 PLMN내 셀 재선택(Intra-PLMN Cell Reselection)의 발생 가능성이 PLMN간 셀 재선택(Inter-PLMN Cell

Reselection)보다 높아짐에 따라 PLMN간 영역(Location) 업데이트로 인한 네트워크 시그널링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

다. 또한 PLMN간 셀 재선택 오프셋 값의 조절로 사업자간 선호하는 PLMN으로 셀 재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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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셀 재선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및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타 PLMN BA 리스트와 오프셋 값을 포함하는 2quater의 rest 옥텟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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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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