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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을 위한 트랙킹 영역(Tracking area)의 설정 방법 및 그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서, 본 발명에서 상기 트랙킹 영역은 넓이에 따라 다수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상기 이동 단말은 자신의 이동 속도를 추정하

고 상기 이동 속도와 적어도 하나의 기준 속도를 비교한 후, 상기 비교 결과 확인된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넓이를 증감시키도록 해당 기지국으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기지국은 해당 이동 단말

로 확인 메시지를 전송함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움직임이 많은 이동 단말에게는 넓은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횟수를 줄여 배터리 소모를 절감하고, 움직임이 적은 이동 단말에게는 좁은 트랙킹 영역을 설

정해 페이징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트랙킹 영역을 넓이에 따라 다수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과정과,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를 추정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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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속도와 적어도 하나의 기준 속도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비교 결과 확인된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넓이를 증감시키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감시키는 과정 전에 상기 트랙킹 영역의 갱신 조건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트

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조건은 상기 트래킹 영역의 갱신 주기와 네트웍의 특정 이벤트 발생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감시키는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레벨을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레벨이 설정된 갱신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기지국이 해당 이동 단말로 갱신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갱신된 트랙킹 영역의 레벨을 현재 레벨로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감시키는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반지름을 갱신하는 과정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반지름이 설정된 갱신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기지국이 해당 이동 단말로 갱신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기지국을 중심으로 상기 갱신된 트랙킹 영역의 반지름을 갖는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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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이 GPS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 속도를 추정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하는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트랙킹 영역의 변화 정보를 감지하여 상기 이동 속도를 추정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랙킹 영역의 변화 정보는 상기 트래킹 영역의 카운트된 갱신 회수와 미리 결정된 기준 갱신 회수의 크기를 비교하

여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청구항 9.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함하는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해당 셀로 상기 트랙킹 영역의 정보를 방송하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트랙킹 영역의 정보를 수신한 후, 자신의 이동 속도를 추정하여 소정 기준 속도와 비교하고, 상

기 비교 결과 확인된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넓이를 증감시키기 위한 소정 갱신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 단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이동 단말로 갱신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은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레벨이 다르게 설정된 상기 갱신 메시지를 상기 기지

국으로 전송하며, 상기 갱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트랙킹 영역의 갱신된 레벨을 현재 레벨로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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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이동 단말로 갱신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 단말은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반지름이 다르게 설정된 상기 갱신 메시지를 상기 기

지국으로 전송하며, 상기 갱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기지국을 중심으로 상기 설정된 반지름을 갖는 트랙킹 영역

을 설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의 동작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이동 단말을 위

한 트랙킹 영역(Tracking area)의 설정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동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통신이 종료된 후, 이동 단말의 배터리 낭비를 막기 위해 이

동 단말을 아이들(idle) 모드 상태로 동작시킨다. 이때 네트웍은 아이들 모드 상태에 있는 이동 단말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

을 경우 이동 단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인 페이징(paging)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셀(cell)을 포함하는 트랙킹 영

역(tracking area)을 할당한다. 여기서 상기 트래킹 영역은 라우팅 영역(routing area)이라고도 불리운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들은 해당 셀에서 자신이 포함된 트랙킹 영역에 관한 정보를 방송하고, 아이들 모드 상태에 있

는 이동 단말은 상기 방송된 트랙킹 영역의 정보를 수신하여 현재 단말이 위치된 셀의 트랙킹 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

에게 할당된 트랙킹 영역과 비교한다. 만약 두 개의 트래킹 영역이 서로 다르다면 이동 단말은 네트웍으로 트랙킹 영역 갱

신(Tracking Area(TA) update)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트랙킹 영역을 갱신한다.

한편 네트웍이 아이들 모드의 이동 단말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경우 아이들 모드의 이동 단말에 할당된 트랙킹 영역에

포함된 모든 셀들에서는 이동 단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 단말과 통신을 위해 페이징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을 호출한

다. 그러나 종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셀에 하나의 트랙킹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이동 단말은 네트웍으로 상기 트랙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전송하는 횟수가 많아져 배터리 낭비를 초래하고, 움직

임이 거의 없는 이동 단말의 경우 페이징 오버헤드로 인해 다운 링크(downlink) 무선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을 위한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트랙킹 영역의 범위를 가변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트래킹 영역의 변화를 고려한 이동 단말의 트래킹 영역 설정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트랙킹 영역의 설정 방법은 상기 트랙킹 영역을 넓이에 따라 다수의 영역으로 구분

하는 과정과,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를 추정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속도와 적어도 하나의 기준 속도를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비교 결과 확인된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넓이를 증감시키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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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셀을 포함하는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은 해당 셀로 상기 트랙킹 영역의

정보를 방송하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트랙킹 영역의 정보를 수신한 후, 자신의 이동 속도를 추정하여 소

정 기준 속도와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 확인된 상기 이동 속도의 증감에 따라 상기 트랙킹 영역의 넓이를 증감시키기 위

한 소정 갱신 메시지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 단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네트웍이라 함은 기지국 송수신기, 기지국 제어기 또는 코어 네트웍(core network)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그리고 기지국은 상기 기지국 송수신기와 기지국 제어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로 하며, 본

명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트랙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을 상기 기지국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레벨의 다수의 트랙킹 영역을 설정한 예를 나

타낸 도면이다. 도 1의 실시 예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 참조번호 111, 112, 121 및 122 등으로 도시된 좁은 트랙킹 영역

은 움직임이 적은 이동 단말에게 할당하여 기지국의 페이징 오버헤드를 줄이고, 참조번호 101, 102 등의 넓은 트랙킹 영역

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단말에게 할당하여 이동 단말의 트랙킹 영역 갱신 메시지의 전송 회수를 줄여 배터리의 낭비를 막도

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 트래킹 영역의 레벨에 따라 이동 단말이 서로 다른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전송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서 참조번호 201, 202는 이동 단말, 참조번호 211 내지 218은 기지국을 나타낸 것이다. 도 2에서 각 기지국은 자신

의 셀에 각기 다른 레벨의 트랙킹 영역(Level 1 내지 Level 3)이 존재함을 방송하고, 이동 단말(201, 202)은 자신의 이동

속도 등을 고려하여 트래킹 영역의 레벨을 설정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TA update message)를 기지국으로 전송한

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저속으로 이동하는 이동 단말(201)로부터 레벨 1(Level 1)로 설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221)를 수신한 기지국(213)은 좁은 트래킹 영역(232)을 해당 단말의 트래킹 영역으로 설정한다. 반면 고속으로 이

동하는 이동 단말(202)로부터 레벨 3(Level 3)으로 설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222)를 수신한 기지국(215)는 넓은

트래킹 영역(251)을 해당 단말의 트래킹 영역으로 설정한다. 도 2의 실시 예에서는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221, 222)를

사용하여 트래킹 영역의 설정 정보를 전송하였으나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는 다른 메시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모드 상태에 있는 이동 단말의 관리는 기지국 상위 단에 위치하는 코어 네트웍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기지국은 이동 단말의 트래킹 영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하향 데이터가 코어 네트웍에 도달했을

때 코어 네트웍은 페이징되어야 하는 이동 단말의 아이디 등의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페이징이 수행된다. 따라서 넓

은 트래킹 영역(251)에 위치된 다른 기지국들도 상기 코어 네트웍을 통해 해당 단말의 트래킹 영역을 알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서 이동 단말마다 트랙킹 영역을 달리 설정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의 실시 예는 각 셀의 기지국은 이동 단말로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방송하고, 이동 단말은 기지국으로 트래킹 영역 갱

신 메시지를 전송할 때 해당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 정보를 실어 기지국과 이동 단말 사이에 트래킹 영역에 관한 정보를 일

치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본 실시 예는 각 셀마다 트래킹 영역이 매핑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단말마다 트래킹 영역

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도 3을 살펴보면, 이동 단말(301)이 기지국(313)이 관리하는 셀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321)를 전송할 때 이동 단말

의 속도를 고려하여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radius)을 r1으로 설정했다면, 기지국(313)을 중심으로 반지름 r1내에 속하는

셀들(기지국 312, 313, 314가 관리하는 셀들)이 이동 단말의 트래킹 영역이 된다. 이때 이동 단말(301)은 각 셀의 기지국

으로부터 방송되는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트래킹 영역의 중심(기지국 313의 위치)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트래킹

영역의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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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동 단말(301)이 도 3과 같이 이동하여 기지국(315)가 관리하는 셀로 이동하였다면 이동 단말(301)은 이 셀에

서 방송되는 기지국(315)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기지국(315)의 위치와 현재 트래킹 영역의 중심인 기지국(313)의 위치

를 비교하여 두 기지국(313, 315)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도 3과 같이 두 기지국(313, 315) 사이의 거리가 현재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인 r1보다 클 경우 이동 단말(301)은 기지국(315)으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322)를 전송한다.

이 경우 이동 단말(301)은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321)를 전송할 때 이동 단말의 속도를 고려하여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

을 r1으로 설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을 r2로 재설정하며, 도 3에서

참조번호 332는 반지름이 r2로 설정된 트래킹 영역을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동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401 단계에서 이동 단말이 아이들 모드 상태에 있고, 트래킹 영역의 레벨(TA_level)(이하, "TA 레벨")은 오름차순으

로 X-1, X, X+1의 3 단계로 구분됨을 가정한다. 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TA 레벨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TA 레벨을 X라 하였을 때 403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자신의 이동 속도를 추정한다. 이때 이동 속도의 추

정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정 시간 동안에 셀 및 트래킹 영역을 몇 번 바꾸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405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트래킹 영역의 갱신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본 발명에서 트래킹 영역의 갱신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조건은 주기적인 트래킹 영역 갱신(Periodic tracking area update)을 수행할 경우로 이

전 트래킹 영역 갱신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시간만큼 흘렀을 경우이다. 둘째 조건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로

(event-driven) 예를 들어 자신에게 할당된 트래킹 영역이 현재 셀에서 방송되고 있는 트래킹 영역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

을 때이다. 또 다른 이벤트로는 현재 이동 단말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빨라 TA 레벨을 바꿔야 하는 경우이다.

407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현재 이동 속도가 미리 결정된 기준 속도 S1 보다 낮은지를 판단한다. 본 실시 예에서 이동 단

말의 이동 속도와 비교되는 기준 속도는 예컨대, 오름차순으로 S1, S2 두 단계로 구분됨을 가정한다. 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기준 속도는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기 407 단계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가 S1 보

다 낮으면, 이동 단말은 411 단계에서 TA 레벨을 한 단계 낮춘 X-1로 설정하도록 기지국으로 해당 TA 레벨이 설정된 트

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TA update message)를 전송한다.

상기 407 단계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가 S1 보다 높거나 같다면, 409 단계로 진행하여 이동 단말은 현재 이동 속도가

미리 결정된 기준 속도 S2 보다 낮은지를 판단한다. 참고로 기준 속도 S2는 S1보다 높은 값으로 두 기준 속도는 모두 TA

레벨에 따라 설정되는 값이다. 따라서 기준 속도 S1, S2는 이동 단말이 초기에 네트웍에 등록할 때 네트웍이 설정하거나

디폴트 값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409 단계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가 S2 보다 낮으면, 이동 단말은 413 단계에서 TA

레벨을 현재 레벨로 유지하도록 기지국으로 현재 TA 레벨(X)이 설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TA update message)를

전송한다.

상기 409 단계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가 S2 보다 높거나 같으면, 이동 단말은 415 단계에서 TA 레벨을 한 단계 높인

X+1로 설정하도록 기지국으로 해당 TA 레벨(X+1)이 설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TA update message)를 전송한

다. 한편 상기 411, 413 및 415 단계에서 기지국으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 단말은 417 단계에서 기지

국으로부터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다.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단말은 419 단계에서

갱신된 TA 레벨을 현재 TA 레벨로 설정한다.

상기한 동작에서 갱신된 TA 레벨은 상기 411, 413 및 415 단계에서 설정한 레벨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기 417 단

계에서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통해 기지국이 설정한 TA 레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 4에서는 본 발명의 제1 실

시 예에 따른 이동 단말의 동작을 설명하였으나 TA 레벨 대신에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 등과 같이 트래킹 영역의 크기를 결

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도 4에서 설명한 이동 단말의 동작은 TA 레벨을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으로 대치하면 도 3에서 설명한 제2 실시 예

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는 제2 실시 예에 따른 이동 단말의 상세한 동작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

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트래킹 영역의 변화 감지를 통해 트래킹 영역 갱신을 수행하는 이동 단말의 동작을 나타

낸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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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5의 설명에 사용되는 변수를 하기 <표 1>을 이용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표 1]

상기 N1, N2는 예를 들어, N1(1) = 3, N2(1) = 2; N1(2) = 2, N2(2) = 1; N3(3) = 3, N2(3) = 2 등과 같이 설정될 수 있

다. 여기서 N1, N2, N3 다음의 괄호안의 숫자는 TA 레벨을 의미한다.

도 5를 살펴보면, 501 단계에서 이동 단말이 아이들 모드 상태에 있고, TA 레벨은 오름차순으로 X-1, X, X+1의 3 단계로

구분됨을 가정한다. 이는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TA 레벨은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TA 레벨을 X

라 하였을 때 503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일정 시간 동안 TA 레벨 X-1 또는 TA 레벨 X에 해당하는 트래킹 영역이 갱신되

지 않아 트래킹 영역의 갱신 회수 N_Change1 또는 N_Change2가 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일정 시간 동안

트래킹 영역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트래킹 영역의 갱신 회수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N_Change1, N_Change2 값은 과거 일

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트래킹 영역을 몇 번 변경했는지에 대한 값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기 일정 시간은 TA 레벨 X-1 또는 TA 레벨 X에 해당하는 타이머 값으로 상기 <표 1>의 T(X-1) 또는 T(X)를

통해 카운트된 시간을 이용하며, N_Change1은 TA 레벨 X-1에서 일정 시간 동안 카운트된 트래킹 영역의 갱신 회수를 의

미하고, N_Change2는 레벨 X에서 일정 시간 동안 카운트된 트래킹 영역의 갱신 회수를 의미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이동

단말은 현재 TA 레벨 X가 변화하는 지를 체크함과 동시에 한 단계 아래 TA 레벨에서의 트래킹 영역 변화도 체크한다.

상기 503 단계에서 트래킹 영역의 갱신 회수 N_Change1 또는 N_Change2를 감소시켜야 할 경우 이동 단말은 505 단계

로 진행하여 예컨대, N_Change1 또는 N_Change2 값을 하나 감소시키고 507 단계로 진행한다. 이후 507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TA 레벨 X-1에서 갱신 회수 N_Change1의 값이 TA 레벨 X-1에 대응되게 미리 설정된 기준 갱신 회수 N1 보다

작은지를 체크한다.

상기 507 단계의 체크 동작은 이동 단말이 현재 트래킹 영역 X보다 레벨이 한 단계 낮은 트래킹 영역 X-1에서도 움직임이

별로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으로 만약 N_Change1의 값이 N1 보다 작다면 이동 단말은 519 단계로 진행하여 TA 레벨이

X-1로 설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TA update message)를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트래킹 영역의 크기를 줄일 것을

네트웍에 요청한다. 반면에 상기 507 단계에서 N_Change1의 값이 N1 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동 단말은 509 단계로 진행

하고, 상기 503 단계에서 트래킹 영역의 갱신 회수 N_Change1 또는 N_Change2를 감소시키지 않을 경우에도 509 단계

로 진행한다.

상기 509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TA 레벨 X-1에서 트래킹 영역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변화가 있다면 예컨대 511

단계에서 N_Change1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513 단계로 진행한다. 이때 상기 511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TA 레벨 X-1에

서 트래킹 영역의 변화가 생긴 시간을 저장한다. 상기 513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TA 레벨 X에서 트래킹 영역의 변화가 있

는지를 체크한다. 만일 변화가 있다면, 이동 단말은 515 단계로 진행하여 예컨대 N_Change2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상기

511 단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TA 레벨 X에서 트래킹 영역의 변화가 생긴 시간을 저장한다. 상기 513 단계에서 변화가

없다면 상기 501 단계로 진행해 새로운 트래킹 영역 갱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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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515 단계에서 N_Change2 값을 증가시킨 이동 단말은 517 단계로 진행하여 TA 레벨 X에서 갱신 회수 N_Change2

의 값이 TA 레벨 X에 대응되게 미리 설정된 기준 갱신 회수 N2 보다 작은지 확인하여 현재 트래킹 영역 X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는지를 체크한다. 상기 517 단계에서 N_Change2가 N2 보다 작은 경우 이동 단말은 521 단계로 진행하여 TA 레

벨을 현재 수준인 X로 설정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N_Change2가 N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523 단계로 진행하여 TA 레벨을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X+1로 설정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기지국으로 전송

한다.

상기한 519, 521 및 523 단계에서 기지국으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 단말은 525 단계에서 기지국으로

부터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다.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단말은 527 단계에서 갱신

된 TA 레벨을 현재 TA 레벨로 설정한다. 상기한 동작에서 갱신된 TA 레벨은 상기 519, 521 및 523 단계에서 설정한 TA

레벨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기 525 단계에서 수신된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통해 기지국이 설정한 TA 레

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527 단계에서 이동 단말은 TA 레벨 X-1, X에서 트래킹 영역의 갱신 회수를 나타내는 N_Change1 값과 N_

Change2 값도 갱신한다. 이때 만일 갱신된 TA 레벨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N_Change1 값과 N_Change2 값을 현

재 값을 유지한다. 그러나 갱신된 TA 레벨이 현재보다 예컨대, 한 단계 낮은 레벨이면 N_Change2 값을 현재의 N_

Change1 값으로 갱신하고, N_Change1 값은 0으로 초기화한다. 또한 갱신된 TA 레벨이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이면

N_Change1 값을 현재의 N_Change2 값으로 갱신하고 N_Change2 값은 0으로 초기화한다.

한편 도 5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만일 이동 단말이 주기적으로 트래킹 영역 갱신을 수행한다면, 513 단계에서 TA 레벨 X

수준에서의 트래킹 영역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 한 후, 만일 트래킹 영역의 변경이 없다면 도 5와 같이 501 단계로 진행하

는 대신에 트래킹 영역 갱신 주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갱신 주기가 도래한 경우 521 단계로 진행하고, 갱신 주기가

아닌 경우 501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509 단계와 513 단계에서 트래킹 영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때 두 트래킹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이동 단말이 빈번하

게 둘 사이를 이동하여 발생하는 잘못된 핑퐁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이전으로부터 현재까지 이동 단말이 위치했던

트래킹 영역들의 리스트를 저장하여 새로운 트래킹 영역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다면 트래킹 영역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상기한 도 5의 동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동 단말이 현재 레벨의 트래킹 영역뿐만 아니라 한 단계 아래 레벨의 트래킹 영

역 변화도 감지하여 현재 레벨보다 한 단계 아래 레벨에서 트래킹 영역 변화가 별로 없을 경우 현재 트래킹 영역을 한 단계

아래 레벨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동작함으로써 이동 단말은 GPS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트래킹 영

역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에 따른 적절한 트래킹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601 단계에서 기지국은 각 셀마다 해당 셀을 포함하는 트래킹 영역 정보를 방송하고, 이동 단말로부터 TA 레벨이 설

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수신하기를 대기한다. 603 단계에서 기지국은 예컨대, 이동 단말로부터 TA 레벨이 "a"로

설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수신하면, 605 단계로 진행하여 해당 이동 단말의 TA 레벨을 "b"로 갱신한다. 이때 기

지국은 정책에 따라 TA 레벨 "b" 값을 이동 단말로부터 받은 "a" 값 그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단말로부터 받은 "a" 값과 다른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607 단계에서 기지국은 이동 단말로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트래킹 영역 갱신 동작을 완료한다. 이때

기지국은 정책에 따라 TA 레벨 값을 상기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에 포함시켜 단말로 전송할 수도 있고, 단말이 제

시한 TA 레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TA 레벨 값을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701 단계에서 기지국은 이동 단말로부터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수신하기를 대기한다. 703 단계에서 기지국은

이동 단말로부터 예컨대 반지름이 "a"로 설정된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수신하면 705 단계로 진행하여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을 "b"로 설정하고, 트래킹 영역의 중심을 상기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해당 기지국의 위치로 갱신한다.

이때 기지국은 정책에 따라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 "b" 값을 이동 단말로부터 받은 "a" 값 그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상

황을 고려하여 이동 단말로부터 받은 "a" 값과 다른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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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단계에서 기지국은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를 트래킹 영역 갱신 동작을 완료한다. 이때 기지국은 정책에 따라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 값을 상기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에 포함시켜 이동 단말로 전송할 수도 있고, 이동 단말이 제

시한 트래킹 영역의 반지름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반지름 값을 트래킹 영역 갱신 확인 메시지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아이들 모드 상태에 있는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

여 서로 다른 트랙킹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움직임이 많은 이동 단말에게는 넓은 트랙킹 영역을 설정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횟수를 줄여 배터리 소모

를 절감하고, 움직임이 적은 이동 단말에게는 좁은 트랙킹 영역을 설정해 페이징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GPS 등을 이용하지 않고도 트래킹 영역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이동 단말의 속도에 따라 적절한 트래킹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트래킹 영역의 변화를 감지하여 현재 트래킹 영역에 변화가 별로 없을 경우 트래킹 영역을 아래 단계로 변

경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 이동 단말의 이동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레벨의 다수의 트랙킹 영역을 설정한 예를 나

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서 트래킹 영역의 레벨에 따라 이동 단말이 서로 다른 트래킹 영역 갱신 메시지를 전송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서 이동 단말마다 트랙킹 영역을 달리 설정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이동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트래킹 영역의 변화 감지를 통해 트래킹 영역 갱신을 수행하는 이동 단말의 동작을 나타

낸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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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7-0081050

- 10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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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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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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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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