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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고 자원(Resource)을 차별하여 

할당하는 방법으로서, 차등적으로 전력 및 전송속도를 제어하여 근접 셀에 대한 간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원관리방법은, 무

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상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비례하여 다수의 서비스 영역

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

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2단계와; 상기 나누어진 영역에 따라 무선 망 제어기가 시스템의 자원을 이동국에게 

차별하여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들을 구분하여 시스템의 자원

을 할당함으로써 시스템 성능과 무선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근접한 셀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5a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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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동통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셀 분할(Cell Partitioning),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자원할당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도 2는 종래의 CDMA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른 근접 셀들로 인한 간섭을 나타낸 개념도,

도 3은 종래의 주파수분할다중접속(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재

사용 분할(reuse partitioning) 방법을 이용하여 주파수 별로 셀을 나눈 경우를 도시한 개념도,

도 4a 및 도4b는 본 발명에 따라 하나의 셀을 여러 서비스 영역들로 나눈 경우를 케이스 별로 도시한 개념도,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따라 서비스 영역을 나누어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케이스 별로 설명하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서비스 영역을 2개로 나눈 예를 도시한 개념도,

도 7은 본 발명을 이용하여 이동국의 랜덤 접속(Random Access) 수행을 도시한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BTS, BTS1∼BTS7 : 기지국 CELL, CELL1∼CELL7 : 셀

MN1∼MN7 : 이동국 zone 1∼ zone N : 셀 분할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이라 약칭한다)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의 자원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Resource Man

agement)를 위한 방안으로서, 하나의 셀(Cell)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Service Zone)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서

비스 영역에 따라 자원할당을 차별화하여 인접한 셀(Neighbour Cell)에 대한 간섭(Interference)을 줄이고 효과적으

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CDMA 시스템에서 종래의 자원할당 방법을 나타낸 시스템 개략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일반

CDMA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기지국(Base Transceiver System: BTS)이 하나의 셀 반경을 기준으로 모든 이

동국들(Mobile Station: MN1∼MN5)에 대해 균등하게 자원을 할당한다. 기지국(BTS)의 입장에서 기지국(BTS)에 

가깝게 위치한 이동국(MN1)은 적은 전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해도 충분한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을 

유지할 수 있지만 셀 경계선 근방에 있는(즉, 기지국(BTS)에서 먼 위치에 있는) 이동국들(MN5,MN4)에게는 상대적

으로 많은 전력을 실어 전송해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셀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동국들에게 많은 전력을 제공하는 종래의 전력제어(Power Control)방식에서

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CELL1)의 기지국(BTS1)은 근접해 있는 다른 셀들(CELL2∼CELL7)에 위치하는 이

동국(MN2∼MN7)에게 간섭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외부 셀들(CELL2∼CELL7)에 있는 이동국들(MN

2∼MN7)의 신호들에 의해 기지국(BTS1)에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간섭들은 기지국이 자신의 관할 셀에 

위치하는 단말기들이 송신한 신호를 수신할 때 기지국의 수신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지국이 관리하고 있는 셀 내의 모든 단말기들은 다른 셀들에게 간

섭을 최대한 줄이도록 자원을 할당해야 하며, 이러한 외부 셀의 간섭현상은 CDMA방식 이동통신 시스템 전체에 커다

란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한편, 무선 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가 하나의 셀을 이용하여 셀 내의 용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

면서 관리하다가 그 용량의 한계를 넘는 상태에 이르면, 무선 망 제어기는 그 용량의 부하가 줄어들 때까지 새로운 이

동국에게 자원할당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국은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셀 내에서는 부하가 줄어들 때까지 통신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기와 같은 시스템 용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사용 분할(reuse partitioning) 방법이 제시되었다. 도 3은 

상기 재사용 분할 방법을 사용하여 주파수 별로 셀을 나눈 경우를 나타내었다. 동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FDMA(F

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자원의 채널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주파

수(F1, F2, F3)를 사용하여 셀을 분할하고(Zone1, Zone2, Zone3) 그 분할된 셀에 따라 각각 주파수을 다르게 사용하

여 인접 간섭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모든 이동국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CDM

A방식 이동통신에는 맞지 않으며, 이와 같이 주파수를 달리하여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파수 대역의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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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종래 기술로서는 미국특허 제 6,229,796호('Code-reuse partitioning systems and methods for cellular ra

dio telephone systems'), 미국특허 제 5,835,849('Cellular mobile radio system comprising sub-cells') 및, Kohji

Takeo의 논문'Time Slot Assignment Using Cell Partitioning in CDMA Cellular Systems'(IEEE International co

nference on Communications, Vol. 5, 1381-1385, June, 2001) 등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

으로 나누고 그 셀의 바깥쪽 영역에 위치하는 이동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인접 셀에 대한 간

섭을 줄이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단말기의 랜덤 접속(Random Access)시, 서비스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 접속 프리앰블(A

ccess Preamble)의 전력값을 설정함으로써 접속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내부 서비스 영역에 많은 자원을 할당하여 시스템 전체의 처리율(Throughput)을 증가시키

며, 나누어진 영역에 따라 시스템의 자원을 차별화하여 할당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시스템 용량

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원관리방법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상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비례하여 다수의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

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2단

계와; 상기 나누어진 영역에 따라 무선 망 제어기가 시스템의 자원을 이동국에게 차별하여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원관리방법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핸드오프 영역(

Hand-off zone)과 비핸드오프(Non Hand-off zone)영역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2단계와; 상기 나누어진 영

역에 따라 무선 망 제어기가 시스템의 자원을 이동국에게 차별하여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원관리방법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다수의 서비스 영역

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

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2단계와; 상기 나누어진 서비스 영역에 따라 패킷의 전송 우선권을 각 이동국에게 차

별화하여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자원관리방법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다수의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2단계와; 상기 나누어진 서비스 영역에 따라 무선 망 제어기가 시스템의 자원과 

패킷의 전송 우선권을 각 이동국에게 차별화하여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국의 랜덤 접속방법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임의의

다중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제 1단계와; 상기 셀에 속해 있는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

는지를 파악하는 제 2단계와; 상기 각 이동국이 자신이 속해 있는 서비스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 접속 프리앰

블(Access Preamble) 신호의 전력을 결정하여 무선 망 제어기로 램던 접속(Random Access)을 시도하는 제 3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

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이 제시한 하나의 셀을 여러 서비스 영역들로 나눈 경우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은 크게

케이스 1(도 4a)과 케이스 2(도4b)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도4a에 도시한 케이스 1은 상기한 것처럼 서비스 종류에 비례하여 서비스 영역들로 나누는 경우이며, 각각의 서비스 

영역들(Zone 1, Zone 2, ..., Zone N)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서비스 영역의 개

수는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들의 개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서비스의 종류로서는, 예를 들면 음성 서비스,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서

비스, 전자상거래(E-commerce) 서비스, 웹 브라우징(Web browsing) 서비스 등과 같이 사업자가 기지국을 통하여 

이동단말기에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서비스들을 열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지국(BTS)에서 먼 서비스 영역(예를 들면, zone N, zone N-1)에는 자원을 적게 차지하는 음성 서비스

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만을 할당하고, 기지국(BTS)에서 가까운 서비스 영역(예를 들면, zone 1, zone2 

등)에는 상기 자원을 작게 차지하는 음성 서비스와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VOD서비스

, 화상회의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 브라우징 서비스 등을 할당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면, 표1

과 같이 서비스 영역(zone 1)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영역(zone 2)에서는 서비스 영역(zone 1)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자원이 많이 할당되어야 하는 서비스(예를 들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영역(zone 3)에서는 서비스 영역(zone 2)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자원이 많

이 할당되어야 하는 서비스(예를 들면 VOD)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서비스 영역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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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 별로 나눈다.

[표 1]

서비스영역 제공 서비스

zone 1 음성, 단문메시지, 전자상거래, 웹브라우징, VOD, 화상회의

zone 2 음성, 단문메시지, 전자상거래, 웹브라우징, VOD

zone 3 음성, 단문메시지, 전자상거래, 웹브라우징

zone 4 음성, 단문메시지, 전자상거래

zone 5 음성, 단문메시지

도 5b에 도시한 케이스 2는 하나의 셀을 비-핸드오프(Non-Handoff) 영역과 핸드오프(Handoff) 영역으로 나누어 자

원을 할당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케이스 선택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자원관리는 우선,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들로 나누어서 사용한

다. 이러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모든 방법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은

서비스영역을 구분하는 실시예로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지리적인 방법

기지국 안테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현존하는 여러 가지 셀의 종류에 따라 안테나를 기준으

로 예를 들면 100m, 200m 또는 300m 단위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서비스 영역에 따라 자원관리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지국에서 같은 셀의 모든 이동국 단말기에게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pilot signal) 전송 전력을 브로드캐

스트(broadcast)한다. 단말기는 실질적으로 파일롯 채널을 통하여 파일롯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에서 단말기까지의

경로 손실(path loss)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경로 손실 값은 기지국의 파일롯 신호 전송 전력에서 단말기의 파일롯 

신호 수신 전력을 공제한 값이다.

상기 각 단말기는 상기 계산된 경로 손실 값을 해당 기지국에 전송하게 되며, 해당 기지국은 이 경로 손실 값을 이용

하여 해당 단말기까지의 거리를 산출한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산출된 거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단말기가 어느 

서비스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 판단된 서비스 영역에 대응하여 해당 단말기의 자원관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반경이 1Km인 셀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셀의 최고 가장자리에서의 경로 손실은 -130dB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를 들면 표 2와 같이 셀의 외부에서부터 20dB의 간격에 해당하는 거리를 두면서 서비스 영역을 나누

는 것이 가능하다. 표 2의 예에서는 경로 손실 값을 20dB 간격으로 하여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였지만, 필요에 따라서

는 각 서비스 영역의 경로 손실 값의 간격을 각기 다르게 하여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여도 된다.

[표 2]

서비스영역 경로 손실 값

zone 1 0dB ~ -30dB

zone 2 -30dB ~ -50dB

zone 3 -50dB ~ -70dB

zone 4 -70dB ~ -90dB

zone 5 -90dB ~ -110dB

zone 6 -110dB ~ -130dB

2. 파일럿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

기지국은 이동국에서 파일럿 신호(Pilot signal)와 서비스 영역 구분 정보(Service Zone Partitioning Information)를

전송한다. 이동국은 수신 신호를 판단하고 서비스 영역 구분 정보와 비교하여 자신이 어떤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지국에게 알려준다.

여기서, 서비스 영역 구분 정보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생성할 수 있다. 즉, 기지국에서 전송한 파일

롯 신호에 대한 이동국 단말기의 수신 신호대 잡음비(SNR; Signal-to-Noise Ratio) 값이 예를 들면 10dB 이상인 일

정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영역(zone 1)으로 할당하고, 단말기의 수신 SNR 값이 10dB에서 8dB인 일정한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영역(zone 2)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 3과 같이 SNR 값을 2dB의 간격을 두면서 서

비스 영역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표 3의 예에서는 SNR 값을 2dB 간격으로 하여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였지만, 필

요에 따라서는 각 서비스 영역의 SNR의 간격을 각기 다르게 하여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여도 된다. 여기서, 단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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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비스 가능한 최소한의 신호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이 -15dB이므로 그 이하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표 3]

서비스 영역 SNR 값

zone 1 10dB 이상

zone 2 8dB ~ 10dB

zone 3 6dB ~ 8dB

zone 4 4dB ~ 6dB

zone 5 2dB ~ 4dB

zone 6 0dB ~ 2dB

zone 7 -2dB ~ 0 dB

zone 8 -4dB ~ -2dB

zone 9 -6dB ~ -4dB

zone 10 -8dB ~ -6dB

zone 11 -10dB ~ -8dB

zone 12 -12dB ~ -10dB

zone 13 -15dB ~ -12dB

3. 수신된 신호의 크기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셀에 있는 모든 이동국들은 기지국과 동기를 맞추자마자 일률적으로 기지국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기지국은 모

든 이동국들로부터 전송되어온 신호를 측정하고 그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관찰하여 각각의 이동국이 현재 어떤 서비

스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한 방법들에 의해서, 무선 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는 셀 내에 있는 모든 이동국들이 현재 어

떤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즉, 순방향 제어의 경우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어떤 서비스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역방향 제어의 경우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수신

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해당 이동국이 위치해 있는 서비스 영역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무선 망 제어기는 현재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자원관리 알고리즘에 따라 자원을 할당한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영역을 나누어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영역을 2개로 나눈 예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이하에서 단지 설명의 간략화만을 위하

여 셀이 2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셀을 3개 

이상의 서비스영역으로 나누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도 5a 및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우선 시스템에 호(Call)가 발생되면(단계 S10) 무선 망 제어기는 서비스 영역 알

고리즘을 구동하여 상기 호를 발생시킨 이동국의 해당 서비스 영역을 파악한다(단계 S12, S14). 이때 서비스 영역의 

결정은 상기한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그 알고리즘은 지리적인 방법, 파일롯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 및 수신

된 신호의 크기를 이용하는 방법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거나 실시 가능한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결정된 

서비스 영역에 서비스영역 식별코드(ID)를 부여한다. 상기 서비스 영역 ID를 이용하여 무선 망 제어기는 내부 서비스 

영역(Inner-Service zone)과 외부 서비스 영역(Outer-Service zone)에 있는 이동국에게 달리 자원을 할당한다(단

계 S16). 즉, 내부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는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외부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이웃한 셀에 대한 외부 간섭(Interference)을 줄이고 전체적인 처리율(throug

hput)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도 5b 및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우선 시스템에 호(Call)가 발생되면(단계 S20) 무선 망 제어기는 서비

스 영역 결정 알고리즘을 구동하여 그 호를 발생시킨 이동국의 해당 서비스 영역을 파악한다(단계 S22, S24). 이때 

서비 스 영역은 핸드오프 영역과 비-핸드오프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결정된 서비스 영역에 서비스영역 식별코

드(ID)를 부여한다. 상기 서비스 영역 ID를 이용하여 무선 망 제어기는 내부 서비스 영역(핸드오프 영역)과 외부 서비

스 영역(비-핸드오프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 달리 자원을 할당한다(단계 S24~S30). 즉, 비-핸드오프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는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핸드오프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할당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위치한 서비스 영역에 따라 자원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뿐만 아

니라 패킷 스케쥴링(Packet Scheduling)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기지국에 가까이 있는 이동국에게 우선 패킷

을 전송하고, 반대로 기지국에 먼 이동국에게는 패킷 전송의 우선도(priority)를 낮게 하여 스케쥴링하는 방법을 말한

다.

기지국으로 패킷이 전달되어 큐(Queue)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서비스 영역(Zone 1; 도 4a 참조)에 있는 

이동국의 패킷을 먼저 전달하고, 서비스 영역(zone 2; 도 4b 참조)에 있는 단말기의 패킷은 나중에 전달한다. 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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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영역(zone 1)에 있는 단말기의 패킷에 대해 우선도(priority) 값을 서비스 영역(zone 2)의 것보다 높게 줌으로써

서비스 영역(zone 1)의 처리율(throughput)을 높게 하는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면, 셀이 세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

분된 경우, 서비스 영역(zone 1)과 서비스 영역(zone 2), 서비스 영역(zone 3)에 대한 우선도 값을 예를 들면 5:3:2로

줌으로써, 서비스 영역(zone 1)의 패킷을 다른 서비스 영역(zone 2, zone 3)의 패킷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전송시킨

다. 또는 서비스 영역(zone 1) : 서비스 영역(zone 2) : 서비스영역(zone 3) = 6:3:1로 우선도를 설정함으로써 각 서

비스 영역에 대한 차별화를 더욱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패킷 스케쥴링의 경우도 자원할당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랜덤 접속(Random Access)의 경우를 도 7 및 도 8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랜덤 접속(Random Access) 시도 방법과 종래의 방법을 비교하여 단축된 접속시간을 나타내었다.

종래에는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랜덤 프리앰블 방식(Access Preamble Scheme)을 이용하여 이동국이 

초기 접속 프리앰블을 전송하고, 실패하면 최종 접속될 때까지 일정한 양만큼 전력을 높여 재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는데, 초기 프리앰블의 전력은 Pini, 접속시의 프리앰블의 전력은 Pacc이다.

본 발명에서는 도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에서 신규 호의 발생시(단계 S40) 해당 이동국은 자신이 어떤 서비스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한다(단계 S42). 여기서, 서비스 영역 설정은 상기한 알고리즘에 따라 기지국 측의 무선 

망 제어기에서 행하고, 무선 망 제어기는 이동국이 어떤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파악 데이터 및

각 서비스 영역에 대한 초기 프리앰블의 설정 전력 데이터 등과 같은 각 서비스 영역에서 이동국에서 필요한 각종 데

이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 정보를 각 이동국에 전송하고 이 서비스 영역 정보를 수신한 이동국은 그 서비스 영역 

정보를 저장영역에 저장해 놓은 상태이다.

그후, 상기 이동국은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속 프리앰블의 초기 전력 을 설정할 때 자신이 속한 서비스 영역 정

보를 이용하여 초기 접속 프리앰블 전력(Pini_ser)을 결정하고(단계 S44), 상기 결정된 전력의 프리앰블을 전송하고, 

실패하면 최종 접속될 때까지 일정한 양만큼 전력을 높여 재접속한다(단계 S46~S50).

즉,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서비스영역(zone 1)에 있는 단말기는 초기 접속 프리앰블의 전력(Pini_ser)을 낮게 하여

도 충분히 접속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영역(zone 1)에 단말기가 있다는 것은 단말기가 기지국의 근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접속시의 프리앰블 전력(Pacc)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서비스영역(zone N)에 위치한 단

말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접속 프리앰블 전력(Pini_ser)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영역(zone N)에 위치

한 단말기는 기지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속시의 프리앰블 전력(Pacc)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서비스영역(zo

ne N)에 위치한 단말기가 낮은 초기 접속 프리앰블(Pini)로 접속을 시도한다면 그만큼 많은 접속 시도를 해야하며 따

라서 접속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접속 프리앰블 전력(Pini)을 보다 정확하고 빨리 결정함으로써

종래의 방법보다 접속시간을 Tsave만큼 단축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1X EV-DO 시스템(1X Evolution-Data Only)에서 이동국은 현재 추정된 채널의

상태를 판단하여 현재 이동국의 전송률 지시자(indicator:전송률 정보)를 DRC(Data Rate Control) 채널을 통하여 기

지국에게 알려주면 기지국은 그 지시자에 따라 38.4kbps에서 2,4576kbps까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어한다. 이때 

본 발명에서 제안된 서비스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 송 속도의 변화에 대한 비율을 달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기지국에 가까이 있는 서비스 영역의 단말기는 전송 속도를 빨리 높이고 멀리 있는 서비스 영역의 단말기에게는 

전송 속도를 급격히 낮춘다. 또한 그 서비스 영역의 위치에 따라 전송 속도의 한계를 정하여 그 한계점 이하 또는 이

상으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로서, 자원 할당은 크게 전송속도(Transmission Rate)와 전송전력(Transmission P

ower)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는 높은 전송속도와 높은 전력을 제공하여 서

비스의 처리율을 높이고, 외부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송률과 낮은 전력을 제공함으로

써 외부 셀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하나의 셀 안에서 여러 서비스 영역별로 자원을 차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무선 망 제어기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시스템 용량(Capacity)이 높아진다.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 및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러한 수정 및 변형이 가해진 기술사상 역시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은 하나의 셀을 다 중의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

된 영역을 기준으로 바깥쪽 영역에 있는 이동국일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할당하여 이웃한 셀에 대한 간섭을 줄

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내부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처리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단말기가 랜덤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서비스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 접속 프리앰블 전력을 결

정함으로써 빠른 접속시간(Access Time)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차별화된 자원할당을 제공함으로써 무선 망 제어기가 효율적으로 자원관리가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효과적인 자원관리는 시스템에게 높은 용량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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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상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비례하여 다수의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제1단계;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

하는 제2단계;

상기 무선 망 제어기가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진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는 시스템의 자원을 작게 차지하는 적어

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지국에 가까운 이동국에는 상기 자원을 작게 차지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원을 상

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서비스를 할당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핸드오프 영역(Hand-off zone)과 비핸드오프(Non Hand-off zone)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

하는 제2단계와;

상기 나누어진 영역에 따라 무선 망 제어기가 기지국에 가까운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시스

템의 자원을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

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다수의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

하는 제2단계와;

상기 나누어진 서비스 영역에 따라 패킷의 전송 우선권을 각 이동국에게 차별화하여 기지국에 가까운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패킷 전송 우선권을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항, 제 2항, 제 4항 및 제 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기지국의 안테나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한 파일롯 신호 전송전력에 대한 상기 이동국에서 수신한 상기 파일롯 신호의 

수신전력에 근거하여 해당 이동국 단말기까지의 거리를 산출하고, 그 산출거리에 대응하는 서비스 영역을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 제 2항, 제 4항 및 제 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기지국이 이동국에서 파일럿 신호와 함께 서비스 영역 구분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이동국은 수신된

파일럿 신호와 서비스 영역 구분 정보를 비교하여 자신이 어떤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지국에게 알려주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

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영역 구분 정보는 파일럿 신호에 대한 이동국 단말기의 수신 신호대 잡음비 값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상

기 이동국 단말기는 상기 수신된 파일럿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 값을 구하여 자신의 서비스 영역을 판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항, 제 2항, 제 4항 및 제 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각 이동국에서 기지국과의 동기 일치 후 전송되어온 신호의 세기에 따라 각 이동국들이 상기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

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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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다수의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제1단계와;

각 이동국들에게 자원을 할당하는 무선 망 제어기가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

하는 제2단계와;

상기 나누어진 서비스 영역에 따라 무선 망 제어기가 시스템의 자원과 패킷의 전송 우선권을 각 이동국에게 차별화하

여 할당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

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항, 제 2항, 제 3항, 제 4항 및 제 1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은 전송속도와 전송전력 및 전송 속도 변화율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

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는 상기 기지국에 가까운 서비스 영역에 있는 이동국에게는 상기 선택된 전송속도와 전송전력 및 전송 

속도 변화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하나의 셀을 여러 

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차별화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청구항 15.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의 셀을 임의의 다중 서비스 영역으로 나누는 제 1단계와;

상기 셀에 속해 있는 각 이동국들이 상기 나누어진 어느 서비스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제 2단계와;

상기 각 이동국이 자신이 속해 있는 서비스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 접속 프리앰블(Access Preamble) 신호의 

전력을 결정하여 무선 망 제어기로 랜덤 접속(Random Access)을 시도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동국의 랜덤 접속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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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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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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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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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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