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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핸드오버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발명에서는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절단률을 낮출 수 있고, 셀 가장자리에 있는 사용자의 송/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셀간 간섭을 줄

일 수 있는 핸드오버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견지에 따른 방법은, 동일한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 방법으로서, 서로 다른 기지국이 동일한 타임 슬롯과 동일한 부-채널의 할당 정보를 할당하

는 과정과, 상기 할당 정보에서 할당된 시점에 송신할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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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핸드오버, OFDMA, 주파수 재사용 계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직교 주파수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2개의 기지국에서 동일한 타임 슬롯 및 동일 부-채널을 이용하여 심볼을 전송하는 경

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2개의 기지국에서 동일한 타임 슬롯에서 서로 다른 부-채널을 이용하여 심볼을 전송

하는 경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라 2개의 기지국에서 서로 다른 타임 슬롯에서 서로 다른 부-채널을 이용하여 심볼을 전

송하는 경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6실시 예에 따라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동일한 타임 슬롯과 동일한 부-채널이 할당된 경우 데이

터 송신 시의 타이밍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8실시 예에 따라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상향 링크로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의 타이밍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9실시 예에 따라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상향 링크로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의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OFDMA)의 무선 통

신 시스템에서 핸드오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셀룰라 통신 방식을 이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러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접속 방식은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과,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기 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시스템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음성 통신을 주로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고속

의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자원인 코드의 사용 한계에 다다르면서 보다 많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구분하고, 각 구분된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방식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다. 이러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

식은 다수의 직교성을 유지하는 부-채널(Sub-channel)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

는 방식이다.

그런데, 상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은 주파수 재사용 계수(Frequency Reuse Factor)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에서 주파수 재사용 계수는 3이나 7등 매우 큰 수의 주

파수 재사용 계수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큰 값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셀의 가장자리(Cell Boundary)에서도 신호 대 잡음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파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개발되는 시스템들에서는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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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주파수 재

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셀 가장자리에서는 성능이 나빠지게 된

다.

한편, 무선 통신 시스템은 사용자의 용이한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용자가 어떠한 위치로 이동하더

라도 통신이 원활하게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 중의 단말이 특정한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핸드오버를 제공해야만 한다.

핸드오버(Handover)란, 통화 중의 단말이 기지국(BS : Base Station)과 기지국 사이를 통화가 원활히 유지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핸드오버는 크게 하드 핸드오버(Hard Handover)와 소프트 핸드오버(Soft

Handover) 및 소프터 핸드오버(Softer Handover)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핸드오버의 각 방식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로, 하드 핸드오버는 통화 중인 무선 단말이 기지국간을 이동할 경우 현재 통화를 수행하는 기지국(Source BS)의 채

널을 차단하고, 핸드오버의 목표 기지국(Target BS)의 채널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결함으로써 통신의 연속성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둘째로, 소프트 핸드오버는 통화 중인 무선 단말이 기지국간 이동할 경우 현재 통화를 수행하는 기지국(Source BS)의 채

널과, 핸드오버의 목표 기지국(Target BS)의 채널을 동시에 수신하면서 특정한 기지국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경우

무선 단말과 멀어진 기지국의 채널을 차단함으로써 통신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터 핸드오버는 앞에서 설명한 소프트 핸드오버와 동일한 방식이다. 다만 무선 단말의 이동이 기지국과 기

지국간의 이동이 아닌 섹터형 기지국에서 자신의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경우의 핸드오버를 말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핸드오버 방식을 중 하드 핸드오버 방법은 채널의 단절 시간이 존재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통신의 연속성

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신의 품질을 양호하게 제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직교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오버 시에 대부분 하드 핸드오버 방법이 고려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은 현재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하

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

수 재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드 핸드오버 방식을 채택하면, 셀 가장자리에 있는 사용자는 낮은 신호 대 잡음

비에 의해 성능이 나빠지게 되고, 절단률(call drop rate)이 높아져서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직교 주

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력제어(Power Control)를 사용할 경우 셀 가장자리의 사용자는 높은

전력으로 송신을 수행하게 되므로 주변 다른 셀의 사용자들에게 큰 간섭신호를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통신

품질이 저하되며, 전체 수율(Throughput)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핸드오버 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절

단률을 낮출 수 있는 핸드오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셀 가장자리에 있는 사용자의 송/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핸드오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주파수 재사용 계수를 1로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셀간 간섭을 줄일 수 있는 핸드오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견지에 따른 방법은, 동일한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

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 방법으로서, 서로 다른 기지국이 동일한 타임 슬롯과 동일한

부-채널의 할당 정보를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 정보에서 할당된 시점에 송신할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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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견지에 따른 방법은, 서로 다른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 방법으로서, 각 기지국이 서로 다른 타임 슬롯과 서로 다른

부-채널을 할당하고 할당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 정보에서 할당된 시점에 송신할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

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

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1은 직교 주파수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직교 주파수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자원이 사용되는 예를 설명한다.

상기 그래프에서 x 축은 시간이며, y 축은 주파수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파수 자원들은 다수의 주파수 자원이 모여서

하나의 부-채널(sub-channel)을 구성하게 된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하향 링크(110)에는 n+1개의 부-채널들(111,

112, …, 113, 114)이 존재하고, 상향 링크(120)에서도 n+1개의 부채널들(121, 122, …, 123, 124)이 존재한다. 하나의

부-채널은 인접한 다수의 주파수 자원들이 모여서 구성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은 다수의 주파수 자원들이 모여서 구성

될 수도 있다. 상기 도 1에서는 부-채널의 구성이 다수의 인접한 주파수 자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부-채널을 구성한 예를

도시한 것일 뿐 실제로 이러한 형식으로 부-채널이 구성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기 도 1 및 이하에서 설명될 도

2 내지 도 7의 도면에서 부-채널(sub-channel)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의 실제 물리적인 부반송파(subcarrier)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대역 내에서 특정 방법을 통해서 선택된 부반송파의 집합을 나타낸다. 또한 하향 링크

(Downlink)와 상향 링크(Uplink)에서는 실제로 파일럿 송신 구간 및 프리엠블 송신 구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도 1에

서는 이러한 구분을 도시하지 않았다.

본 발명에서는 먼저 하향링크에 사용될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Soft/Softer Handover)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후에 상향

링크에 사용될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Soft/Softer Handover)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이하에서 설명될 소프트/소프터 핸

드오버(Soft/Softer Handover)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제 조건 ]

1. 각 셀(Cell)간 또는 섹터간의 영역(coverage) 차이가 일정 범위로 제한되어 순환 전치 심볼(CP : Cyclic Prefix) 내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 시 성능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2. 단말이 각 셀 또는 섹터로부터의 채널추정 및 신호수신이 가능해야 하고, 특히 각 기지국에서 보내는 할당 정보인 맵

(MAP)을 모두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발명을 살피기에 앞서, OFDMA 시스템에서 부-채널(subchannel)에 대하여 더 살펴보기로 한다. OFDMA 시스템에서

부-채널은 각 셀마다 별도로 정의된 셀 아이디(cell_ID)에 따라 배열(permutation)을 다르게 해서 각 셀의 부-채널 간 서

로 겹치는 부반송파(subcarrier)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된다. 이 경우, 각 부-채널을 구성하는 부반송파를 어떻게 배

열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부-채널이 정의될 수 있다.

소프터 핸드오버의 경우에는 양쪽 섹터의 스케줄링을 하나의 기지국에서 수행하므로 부-채널의 할당에 아무런 제약이 없

다. 그러나 소프트 핸드오버의 경우에는 각 기지국에서 별도로 스케줄링을 수행하므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첫째로, 각 기지국간의 스케줄링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로간의 할당 정보 교환에 의해, 핸드오버

구간에서 매 프레임마다 해당 핸드오버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구간, 변조 차수(modulation order), 부호율(coding

rate) 등을 변경해가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케줄링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 각 기지국간의 스케줄링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핸드오버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

구간, 변조 차수 부호율 등의 할당 정보를 모든 기지국에서 고정해서, 핸드오버 구간에서는 고정된 할당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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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향 링크에서 핸드오버 방법

이하에서는 하향링크에 대한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예로서 먼저 모든 기지국 또는 섹터가 같은 부-채널화

(Subchannelization)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아래에 설명한다. 이 경

우 각 기지국의 동일 인덱스의 부-채널은 모두 같은 부반송파를 사용하게 된다.

(제1실시 예)

도 2는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라 2개의 기지국에서 동일한 타임 슬롯 및 동일 부-채널을 이용하여 심볼을 전송하는 경

우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핸드오버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A 셀의 기지국은 하향 링크의 다수의 슬롯들(310, 311, 312, 313, 314) 중 특정한 슬롯(311)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

말로 특정한 부-채널(311a)을 할당한다. 그리고 B 셀의 기지국은 하향 링크의 다수의 슬롯들(320, 321, 322, 323, 324)

중 특정한 슬롯(321)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로 특정한 부-채널(321a)을 할당한다. 이때, 상기 A 셀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슬롯(311)의 부-채널(311a)과 B셀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슬롯(321)의 부-채널

(321a)은 동일한 시간의 슬롯이며, 동일한 주파수 자원들로 구성된 부-채널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슬롯에서 동일한 주파수 자원들로 구성된 부-채널을 할당할 경우 단말은 각 기지국의 신호를 구분할 필

요 없이, 한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수신하면 된다. 또한 두 기지국에서 동일한 영역을 할당하므

로, 두 기지국에서 보내는 할당 정보(MAP)를 모두 수신할 필요 없이 한쪽의 할당 정보만을 수신해도 신호 수신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1실시 예의 방법은 지연시간(latency)이 작고 coverage hole을 줄이고 채널추정 성능이 좋은 장점을 가진

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방송(Broadcasting) 서비스 등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제2실시 예)

도 3은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라 2개의 기지국에서 동일한 타임 슬롯에서 서로 다른 부-채널을 이용하여 심볼을 전송

하는 경우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핸드오버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

다.

A 셀의 기지국은 하향 링크의 다수의 슬롯들(410, 411, 412, 413, 414) 중 특정한 슬롯(411)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

말로 특정한 부-채널(411a)을 할당한다. 그리고 B 셀의 기지국은 하향 링크의 다수의 슬롯들(420, 421, 422, 423, 424)

중 특정한 슬롯(421)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로 특정한 부-채널(421n)을 할당한다. 이때, 상기 A 셀에서 상기 핸드

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슬롯(411)과, B셀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슬롯(421)은 동일한 시점의 슬롯

이다. 그러나, 동일한 슬롯에서 상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부-채널들(411a, 421n)은 서로 다른 주파수 자원

들을 가지는 부-채널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무선 단말이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각 기지국에서 보내는 할

당 정보(MAP)를 모두 수신할 수 있어야 각 기지국에서 할당한 부-채널의 위치를 알고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제2실시 예의 방법은 동일한 타임슬롯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제1실시 예와 같이 지연시간이 작고 주파수 다이버시

티에 의한 성능향상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 경우 각 기지국의 할당 정보(MAP)는 각 기지국 별로 따로 전송할

수도 있고, 모든 기지국의 할당 정보를 서빙 기지국에서 전송할 수도 있으며, 모든 기지국의 할당정보를 모든 기지국에서

동시에 전송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무선 단말은 상기한 3가지 기지국의 할당 정보(MAP)의 전송 방법

중 선택된 방법에 맞춰 수신해야 한다. 즉,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모든 기지국의 할당정보를 수신

하거나, 서빙 기지국의 할당정보만을 수신하거나 혹은 기지국 중 어느 하나의 기지국의 할당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를 수

신할 수 있다.

(제3실시 예)

도 4는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라 2개의 기지국에서 서로 다른 타임 슬롯에서 서로 다른 부-채널을 이용하여 심볼을 전

송하는 경우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른 핸드오버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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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셀의 기지국은 하향 링크의 다수의 슬롯들(510, 511, 512, 513, 514) 중 특정한 슬롯(511)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

말로 특정한 부-채널(511a)을 할당한다. 그리고 B 셀의 기지국은 하향 링크의 다수의 슬롯들(520, 521, 522, 523, 524)

중 특정한 슬롯(524)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로 특정한 부-채널(524n)을 할당한다. 이때, 상기 A 셀에서 상기 핸드

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슬롯(511)과, B셀에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슬롯(521)은 서로 다른 시점의 슬

롯이다. 또한 상기 A 셀에서 상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부-채널들(511a)과 상기 B 셀에서 상기 핸드오버 중

인 무선 단말에 할당된 부-채널(524n) 또한 서로 다른 주파수 자원들을 가지는 부-채널이다.

이와 같은 제3실시 예의 방법은 두 기지국 또는 섹터에서 각기 편리한 타임 슬롯에 각각 한 개씩의 부-채널을 이용해 전송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두 기지국이 같은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로 전송할 데이터를 동일한 타임 슬롯에 전송해야 할 필

요가 없으므로 각 기지국의 스케줄링에 유동성이 생기고 기지국(BS)과 기지국 제어기(BSC)간 빠른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

도 없어진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제1실시 예 및 제2실시 예와 비교할 때, 일반화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제3실시 예의 방법은 무선 단말의 버퍼 크기(buffer size)나 지연시간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다. 또한 두 번째 실시 예

와 같이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각 기지국에서 보내는 할당 정보를 모두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하향링크에서 모든 기지국 또는 섹터가 서로 다른 부채널화(Subchannelization) 방법을 사용할 경우의 소프트/

소프터 핸드오버 방법을 살명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본 발명에서는 하기의 2가지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모든 기지국 또는 섹터가 서로 다른 부채널화(Subchannelization)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부-채널간 물리적(logical) 채널 번

호가 동일하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되는 부반송파의 위치는 서로 다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4실시 예)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두 기지국 또는 섹터에서 같은 타임 슬롯에 각각 한 개씩의 부-채널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이다. 이 방

법은 각 기지국별 부채널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상기 도 3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지연시간

(latency)이 작으나 두 기지국 또는 섹터의 부-채널들 간의 부반송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제5실시 예)

두 번째 방법은 두 기지국 또는 섹터에서 각기 편리한 타임 슬롯에 각각 한 개씩의 부-채널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각 기지국 별 부-채널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4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두 기지국

이 같은 타임 슬롯에 전송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 기지국의 스케줄링에 유동성이 생기고 기지국(BS)과 기지국 제어기

(BSC)간 빠른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도 없어진다. 따라서 다른 방법들의 일반화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선 단말의 버퍼 크기(buffer size)나 지연시간을 증가시키는 점도 있다.

2. 상향 링크에서 핸드오버 방법

이제 상향링크에 사용될 소프트/소프터 핸드오버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상향 링크에 대해서도 하향 링크에서 고려했던 것

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지국 또는 섹터가 같은 부채널화(Subchannelization)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

고, 기지국간 서로 다른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핸드오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향 링크에서 소프트 핸드오버의 경우 기지국 제어기에서는 양 기지국에서 올라온 두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 다이

버시티 이득(selection diversity gain)을 얻는다. 소프터 핸드오버의 경우 기지국은 양 섹터에서 올라온 두 신호를 결합

(combining)한다.

(제6실시 예)

도 5는 본 발명의 제6실시 예에 따라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동일한 타임 슬롯과 동일한 부-채널이 할당된 경우 데이

터 송신 시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6실시 예에 따른 핸드오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무선 단말은 상향 링크로 송신할 다수의 타임 슬롯들(610, 611, 612, 613, 614) 중 상향 할당 정보(UL-MAP)에서

지시하는 타임 슬롯(611)에서 할당된 부-채널(611a)을 이용하여 상향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제6실시 예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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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링크에서 기지국간 동일한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할당된 부-채널이 같다면, 그 주파수 자원도 같은 주

파수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향링크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전송한 신호를 양쪽 기지국에서 모두 수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현재의 구간이 핸드오버 구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할당 정보(MAP)에

서 할당받은 구간에 신호를 전송하면 된다.

이와 같이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로부터 심볼을 신한 양쪽 기지국은 상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 대해 동일한 상향

링크 할당 정보를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에서는 두 기지국으로부터의 상향 할당 정보(UL-MAP)

를 모두 수신하던지, 아니면 신호 세기가 센 한 쪽만의 상향 할당 정보(UL-MAP)를 수신해서 자신에 대한 할당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지국간 서로 다른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실시 예를 기술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채널간 물리적(logical) 채널 번호가 동일하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되는 부반송파의 위치는

서로 다르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7실시 예)

서로 다른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핸드오버 구간에서도 서빙(serving) 기지국에서 할

당한 부-채널로 신호를 송신한다. 그리고 타겟(target) 기지국은 상기 서빙 기지국의 할당 정보 및 서빙 기지국의 부-채널

화 방법을 이용해서 상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빙 기지국이란, 핸드

오버를 수행 중인 무선 단말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기지국 즉, 핸드오버가 완료될 시 채널을 차단할 기지국을 의미한다. 그

리고 타겟 기지국이란, 핸드오버 시에 무선 단말이 이동하여 속하게 될 기지국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은 상술한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상기 무선 단말은 상향 링크로 송신할 다수의 타임 슬

롯들(610, 611, 612, 613, 614) 중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상향 할당 정보(UL-MAP)에서 지시하는 타임 슬롯(611)

및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된 부-채널(611a)을 이용하여 신호를 송신한다. 그러면 상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송

신한 신호는 타겟 기지국에서 수신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무선 단말의 리소스 사용이 최소이고 지연시간이 짧은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타겟 셀

또는 섹터에서의 수신 성능이 타겟 셀 내의 다른 부-채널과의 부반송파 충돌로 인해 나빠질 수 있다.

(제8실시 예)

도 6은 본 발명의 제8실시 예에 따라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상향 링크로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8실시 예에 따른 핸드오버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상향 링크로 송신할 다수의 타임 슬롯들(710, 711, 712, 713, 714) 중 서빙 기지국의 상향 할

당 정보(UL-MAP)에서 지시하는 타임 슬롯(711)에서 할당된 부-채널(711a)을 이용하여 상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며, 동

시에 타겟 기지국의 상향 할당 정보(UL-MAP)에서 지시하는 타임 슬롯(711)에서 할당된 부-채널(711b)을 이용하여 상향

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즉, 상기 제8실시 예의 방법은,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동일 데이터를 서빙 섹 또는 섹터에 맞는 부-채널과 타겟 셀 또

는 섹터에 맞는 부-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두 기지국 또는 섹터에서는 각각 신호를 수신

하여 기지국 제어기(BSC) 또는 기지국(BS)으로 올리게 된다. 제8실시 예의 방법 또한 동일한 타임 슬롯에서 데이터가 전

송되므로 지연시간이 짧고 주파수 다이버시티에 의한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 핸드오버의 경우 짧은 시

간 단위로 할당 타임 슬롯이나 부-채널을 변경할 경우 기지국(BS)과 기지국 제이기(BSC)간 빠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게

된다.

(제9실시 예)

도 7은 본 발명의 제9실시 예에 따라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상향 링크로 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9실시 예에 따른 핸드오버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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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상향 링크로 송신할 다수의 타임 슬롯들(810, 811, 812, 813, 814) 중 서빙 기지국의 상향 할

당 정보(UL-MAP)에서 지시하는 타임 슬롯(811)에서 할당된 부-채널(811a)을 이용하여 상향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또

한 상기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은 타겟 기지국의 상향 할당 정보(UL-MAP)에서 지시하는 타임 슬롯(812)에서 할당된

부-채널(812b)을 이용하여 상향으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와 같이 제9실시 예의 방법은 핸드오버 중인 무선 단말이 두 기지국 또는 섹터에서 할당된 타임슬롯에서 각각 한 개씩의

부-채널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이다. 즉, 서빙 및 타겟 기지국은 상기 무선 단말이 어느 타임 슬롯에서 어느 부-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지를 기지국의 스케줄링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지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케줄링에

맞춰 할당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각 기지국들이 미리 전송 시점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상기한 제9실시 예의 방법은 소프트 핸드오버의 경우 두 기지국으로 같은 타임 슬롯에 전송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

기지국의 스케줄링에 유동성이 생기고 기지국과 기지국 제어기간 빠른 메시지 전달의 필요성도 없어진다. 따라서 다른 방

법들의 일반화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9실시 예의 방법은 무선 단말의 버퍼 크기나 지연시간을 증가시

키는 단점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1인 OFDMA 통신 시스템에서 소프트 및 소프터 핸드오버 방

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OFDMA 통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셀 가장자리에 있는 사용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른

셀에 주는 간섭신호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통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한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지국이 동일한 타임 슬롯과 동일한 부-채널의 할당 정보를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 정보에서 할당된 시점에 송신할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서로 다른 부채널화 방법을 사용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단말의 핸드오버 방

법에 있어서,

각 기지국이 서로 다른 타임 슬롯과 서로 다른 부-채널을 할당하고 할당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 정보에서 할당된 시점에 송신할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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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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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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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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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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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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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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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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